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1,358,988,695 1,889,71811,360,878,413

500 보조금 711,659,289 1,889,718713,549,007

510 국고보조금등 711,659,289 1,889,718713,549,007

511 국고보조금등 711,659,289 1,889,718713,549,007

01 국고보조금 613,759,818 1,889,718615,649,536

  ㅇ정보시스템 담당관 1,691,166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비 1,691,166,000원 1,691,166

 ㅇ시민협력과 182,052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82,052,000원 182,052

 ㅇ농수산 유통과 16,500

    ·원유 유상 수거비 16,500,000원 16,5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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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 교통사업 827,500,000 454,796827,954,796

100 교통관리계정 713,000,000 454,796713,454,796

130 보조금및교부세 31,392,500 454,79631,847,296

131 국고보조금 31,392,500 454,79631,847,296

01 국고보조금 23,300,500 454,79623,755,296

  ㅇ운수물류과 454,796

    ·사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비 454,796,000원 454,796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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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화기획단 36,438,452 34,747,286 1,691,166

(X1,956,126) (X264,960) (X1,691,166)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전략목표 : 4,727,436 3,036,270 1,691,166

(X1,956,126) (X264,960) (X1,691,166)

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성과목표 : 3,936,100 2,244,934 1,691,166

(X1,956,126) (X264,960) (X1,691,16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율 20(50)% 50(100)% - 계획대비 실적확인

행정포털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 72% 74% 만족도 조사 확인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율 27(27)% 29(56)% 29(85)% 계획대비 실적확인

0204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691,166 0 1,691,166

(X 1,691,166) (X 0) (X1,691,166)

1,691,166(11-124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1,691,166  ㅇ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보조사업비

77,162,000원*11개구 = 848,782    ·대형 11개구 (X848,782)

60,170,000원*10개구 = 601,700    ·중형 10개구 (X601,700)

60,171,000원*4개구 = 240,684    ·중형 4개구 (X240,68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1 정보화기획단



행정국 203,076,932 202,894,880 182,052

(X13,084,542) (X12,902,490) (X182,052)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

전략목표 : 6,607,271 6,425,219 182,052

(X991,803) (X809,751) (X182,052)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 및 지원 활성화로 시
민거버넌스 시정 실현

성과목표 : 6,607,271 6,425,219 182,052

(X991,803) (X809,751) (X182,05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천만시민 대토론회 참여시민 수(명) - 1,200 1,600 대토론회 참여인원 확인

시민직접대화 면담요청 처리율(%) 81 82 83 면담요청 대비 처리건수 확인

자원봉사자 만족도(%) 75.0 75.5 76.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자원봉사자 증가율(%) 3 3 3 증가율 조사 확인

민간단체 우수사업 비율(%) 19 21 23 참여사업수 대비 우수사업수(평가위원회)

서울광장 문화행사 참여시민 수(천명) 1,200 1,250 1,300 문화행사 참여인원 확인

행정서포터즈 참여자 만족도(%) 77 79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1205 자원봉사 민관파트너쉽 구축 2,061,676 1,879,624 182,052

(X 503,108) (X 321,056) (X182,052)

182,052(11-1254-210-307-05) 민간위탁금

7,002,000원 = 7,002  ㅇ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X7,002)

7,002,000원*25개구 = 175,050  ㅇ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25개 자치구) (X175,05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1 행정국



산업국 549,059,471 549,042,971 16,500

(X21,607,736) (X21,591,236) (X16,500)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전략목표 : 202,076,929 202,060,429 16,500

(X3,741,803) (X3,725,303) (X16,500)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6,673,612 6,657,112 16,500

(X3,691,803) (X3,675,303) (X16,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업소) 60,000 62,500 65,000 지도단속 건수

친환경농장 조성운영(구좌) 7,500 7,500 7,500 참여구좌 확인조사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건) 480 500 550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

가축 방역수(두) 186,687 140,300 140,300 방역대장

도시농업 육성지원 실적(백만원) 1,366 1,412 1,449 지원실적

도시농업기술 보급 사업수 10종 20개소 10종 20개소 10종 20개소 도시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결과

농업기술센터 교육생 만족도(%) 84 84 86 설문조사에 의한 만족도 결과 확인

유기동물 보호(두수) 16,000 17,700 16,000 관리 두수 확인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서비스동 등 신축 공정
률(%)

- 10 50 건설공정률 확인

0301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310,760 294,260 16,500

(X 174,406) (X 157,906) (X16,500)

16,500(11-3111-210-201-01) 일반운영비

16,500,000원*1식 = 16,500  ㅇ원유유상수거비 (X16,5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1 산업국



교통국 2,248,675,569 2,248,220,773 454,796

(X51,847,296) (X51,392,500) (X454,796)

다양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통한 주차·물류
관리 강화

전략목표 : 107,698,751 107,243,955 454,796

(X8,546,796) (X8,092,000) (X454,796)

도시물류체계 개선성과목표 : 16,718,896 16,264,100 454,796

(X8,546,796) (X8,092,000) (X454,79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화물터미널 기능재정비계획 추진율(%) 30 100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0417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사업 454,796 0 454,796

(X 454,796) (X 0) (X454,796)

454,796(22-1113-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54,796,000원 = 454,796  ㅇ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번호판 의무교체 (X454,796)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1 교통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