
100 일반회계 16,988,742,167 6,995,66516,995,737,832

500 보조금 1,520,555,442 6,995,6651,527,551,107

510 국고보조금등 1,520,555,442 6,995,6651,527,551,107

511 국고보조금등 1,520,555,442 6,995,6651,527,551,107

01 국고보조금 1,443,437,688 6,898,6651,450,336,353

6,980<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 >

6,980ㅇ 양곡관리사업 6,980,000원

6,891,685< 복지국 노인복지과 >

6,891,685ㅇ 노인일자리사업 6,891,685,000원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0,390,400 45,00020,435,400

45,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45,000ㅇ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45,000,000원

03 기금 56,727,354 52,00056,779,354

52,000< 문화국 체육진흥과 >

17,000ㅇ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운영 17,000,000원

35,000ㅇ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35,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1 



경쟁력강화본부 1,002,715,069 1,002,708,089 6,980

(X263,652,088) (X263,645,108) (X6,980)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부서 : 46,457,015 46,450,035 6,980

(X20,913,496) (X20,906,516) (X6,980)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8,174,942 8,167,962 6,980

(X3,215,952) (X3,208,972) (X6,980)(농업ㆍ농촌)

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추진성과목표 : 8,174,942 8,167,962 6,980

(X3,215,952) (X3,208,972) (X6,980)

성과지표 :  2008 20102009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실적) 방향설정 환경개선 설계 공사착공

공산품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건수(건) 16 18 20

유통거래질서 확립 2,943,614 2,936,634 6,980

(X249,614) (X242,634) (X6,980)

단위 :

(일반회계)

양곡관리사업 19,614 12,634 6,980

(X19,614) (X12,634) (X6,980)

(100-201-01) 사무관리비 6,980

1,180,000원 = 1,180ㅇ 정부관리양곡 매출결산 경비 (X1,180)

5,800,000원 = 5,800ㅇ 정부관리양곡 매출결산 매식비등 (X5,8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1 경쟁력강화본부



복지국 3,029,608,686 3,022,717,001 6,891,685

(X1,143,449,755) (X1,136,558,070) (X6,891,685)

복지국 노인복지과부서 : 774,591,124 767,699,439 6,891,685

(X316,997,443) (X310,105,758) (X6,891,685)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771,741,497 764,849,812 6,891,685

(X316,997,443) (X310,105,758) (X6,891,685)(노인ㆍ청소년)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성과목표 : 649,260,410 642,368,725 6,891,685

(X314,522,943) (X307,631,258) (X6,891,685)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치매노인서비스 제공율 11.7% 13.7% 15.2%

노인 취업율 20% 23% 27%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 29,120명 30,570명 32,100명

독거노인 One-Stop 서비스 제공 24.7% 25.8% 26.1%

노인사회활동 지원 499,864,829 492,973,144 6,891,685

(X300,463,039) (X293,571,354) (X6,891,685)

단위 :

(일반회계)

노인일자리사업 52,692,020 45,800,335 6,891,685

(X15,704,455) (X8,812,770) (X6,891,68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891,685

6,891,685,000원 = 6,891,685ㅇ 자치구 노인일자리사업지원 (X6,891,685)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2 복지국



문화국 435,297,906 435,245,906 52,000

(X51,609,968) (X51,557,968) (X52,000)

문화국 체육진흥과부서 : 86,995,050 86,943,050 52,000

(X3,580,003) (X3,528,003) (X52,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81,937,443 81,885,443 52,000

(X3,580,003) (X3,528,003) (X52,000)(체육)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성과목표 : 46,021,561 45,969,561 52,000

(X3,580,003) (X3,528,003) (X52,000)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73% 75% 77%

시장기대회 개최 종목수 및 참여인원수 68종/50.5천명 84종/57.5천명 87종/59천명

전문체육 육성 32,537,270 32,502,270 35,000

(X85,000) (X50,000) (X35,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3,432,996 3,397,996 35,000

(X35,000) (X35,000)

(100-307-05) 민간위탁금 35,000

35,000,000원 = 35,000ㅇ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X35,000)

생활체육 육성 13,484,291 13,467,291 17,000

(X3,495,003) (X3,478,003) (X17,000)

단위 :

(일반회계)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운영 62,000 45,000 17,000

(X62,000) (X45,000) (X17,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000

17,000,000원 = 17,000ㅇ 스포츠클럽시범(성북구) 운영(1개소) (X17,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3 문화국



도시계획국 901,635,332 901,590,332 45,000

(X244,000) (X199,000) (X45,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부서 : 613,761,231 613,716,231 45,000

(X150,000) (X105,000) (X45,000)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정책 : 3,400,912 3,355,912 45,000

(X150,000) (X105,000) (X45,000)(지역및도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 기반
구축

성과목표 : 3,400,912 3,355,912 45,000

(X150,000) (X105,000) (X45,000)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지침 마련 및 시행 60 40(100) 시행(정비추진)

도시발전연구 2,580,000 2,535,000 45,000

(X150,000) (X105,000) (X45,000)

단위 :

(일반회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150,000 105,000 45,000

(X150,000) (X105,000) (X4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5,000

45,000,000원 = 45,000ㅇ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지원 (X45,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4 도시계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