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1,371,647,756 6,833,40011,378,481,156

500 보조금 724,318,350 6,833,400731,151,750

510 국고보조금등 724,318,350 6,833,400731,151,750

511 국고보조금등 724,318,350 6,833,400731,151,750

01 국고보조금 622,639,881 1,300622,641,181

  ㅇ농업기술센터 1,300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관리비 1,300,000원 1,30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8,114,206 6,706,50034,820,706

  ㅇ투자유치담당관 3,000,000

    ·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지원 3,000,000,000원 3,000,000

 ㅇ산업지원과 186,500

    ·이노카페 · 네트워크허브 운영 사업 186,500,000원 186,500

 ㅇ자연생태과 3,520,000

    ·서초구 새쟁이마을외 2개소 하수도 신설공사 350,000,000원 350,000

    ·강북구 우이마을 다리설치 및 진입로포장 420,000,000원 420,000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남측 도로개설 1,430,000,000원 1,430,000

    ·구로구 개웅산 생태수로조성 및 산책로 정비 900,000,000원 90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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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동구 고덕천 제방 도로정비 350,000,000원 350,000

    ·강동구 선사마을 어린이놀이터정비 70,000,000원 70,000

03 기금 73,564,263 125,60073,689,863

  ㅇ도시경쟁력 총괄담당관 100,000

    ·관광안내소 제작, 설치사업비 100,000,000원 100,000

 ㅇ관광마케팅담당관 25,600

    ·'07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25,600,000원 25,6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5/23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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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통사업 827,954,796 5,525827,960,321

100 교통관리계정 713,454,796 5,525713,460,321

130 보조금및교부세 31,847,296 5,52531,852,821

131 국고보조금 31,847,296 5,52531,852,821

01 국고보조금 23,755,296 5,52523,760,821

  ㅇ운수물류과 5,525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 5,525,000원 5,525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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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549,320,200 549,132,400 187,800

(X21,868,465) (X21,680,665) (X187,800)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 전략산업 육
성

전략목표 : 102,883,000 102,696,500 186,500

(X2,076,500) (X1,890,000) (X186,500)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성과목표 : 86,681,500 86,495,000 186,500

(X186,500) (X0) (X186,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과제수 31 36 41 지원대상 과제수 확인

서울형 미래도시산업 육성지원 과제수 26 31 36 지원대상 과제수 확인

신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지원 과제수 89 53 50 지원대상 과제수 확인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과제수 24 16 20 지원대상 과제수 확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수 280 370 38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수

0142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186,500 0 186,500

(X 186,500) (X 0) (X186,500)

186,500(11-3211-210-307-02) 민간경상보조

186,500,000원 = 186,500  ㅇ이노카페 · 네트워크 허브운영 (X186,500)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전략목표 : 202,151,158 202,149,858 1,300

(X3,816,032) (X3,814,732) (X1,300)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6,747,841 6,746,541 1,300

(X3,766,032) (X3,764,732) (X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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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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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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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서비스동 등 신축 공정
률(%)

- 10 50 건설공정률 확인

6211 국가기반기술 보급사업 104,827 103,527 1,300

(X 9,300) (X 8,000) (X1,300)

1,300(11-3112-210-206-01) 재료비

1,300,000원 = 1,300  ㅇ쌀 소득 보전직불사업 관리비 (X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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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국



푸른도시국 449,253,006 445,733,006 3,520,000

(X9,471,758) (X5,951,758) (X3,520,000)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 구축전략목표 : 22,215,303 18,695,303 3,520,000

(X7,812,758) (X4,292,758) (X3,520,000)

생태계 보전성과목표 : 8,837,303 5,317,303 3,520,000

(X6,085,758) (X2,565,758) (X3,52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12개소 13개소 14개소 지정 개소수

도시생태림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65,000주 65,000주 65,000주 수목식재 수량 확인

숲가꾸기 674ha 680ha 680ha 숲가꾸기 면적 확인

0242 개발제한구역관리 3,774,000 254,000 3,520,000

(X 3,684,000) (X 164,000) (X3,520,000)

3,520,000(11-2236-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3,520,000  ㅇ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50,000,000원 = 350,000    ·서초구 새쟁이마을외 2개소 하수도 신설공사 (X350,000)

420,000,000원 = 420,000    ·강북구 우이마을 다리설치 및 진입포장로 (X420,000)

1,430,000,000원 = 1,430,000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남측 도로개설 (X1,430,000)

900,000,000원 = 900,000    ·구로구 개웅산 생태수로조성 및 산책로정비 (X900,000)

350,000,000원 = 350,000    ·강동구 고덕천 제방 도로정비 (X350,000)

70,000,000원 = 70,000    ·강동구 선사마을 어린이놀이터정비 (X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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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도시국



교통국 2,248,681,094 2,248,675,569 5,525

(X51,852,821) (X51,847,296) (X5,525)

다양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통한 주차·물류
관리 강화

전략목표 : 107,704,276 107,698,751 5,525

(X8,552,321) (X8,546,796) (X5,525)

도시물류체계 개선성과목표 : 16,724,421 16,718,896 5,525

(X8,552,321) (X8,546,796) (X5,52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화물터미널 기능재정비계획 추진율(%) 30 100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0337 용달화물차량 탑장착 비용지원 5,525 0 5,525

(X 5,525) (X 0) (X5,525)

5,525(22-111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525,000원 = 5,525  ㅇ용달화물차량 탑장착 비용지원 (X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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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국



경쟁력강화기획본부 17,940,089 14,814,489 3,125,600

(X3,125,600) (X0) (X3,125,600)

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서울의 국제
경쟁력 제고

전략목표 : 12,812,350 12,686,750 125,600

(X125,600) (X0) (X125,600)

관광객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 강화성과목표 : 5,489,600 5,364,000 125,600

(X125,600) (X0) (X125,6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산업관광자원 관광상품화 실적 2개 3개 업관광자원 관광상품화 여부 확인

김포공항 셔틀노선 운행지 수 하네다 하네다 하네다,북경 김포공항 셔틀노선 확대 운영지 확인

중국풍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베이징로 지정 상징물 등 설치 베이징로 지정여부 확인

관광마케팅 전문기구 설립 기본계획 수립 임시기구 운영 전문기구 운영 임시,전담기구 설치,운영 여부 확인

한류 이벤트공연 관광상품화 건수 공연기획 연2회 한류 이벤트공연 상품화 여부 확인

관광 홍보부스 방문자 수 3천명(제주) 20천명(베이징) 방문자 수 확인

외국 관광인원 6,150천명 6,750천명 7,600천명 외국인 관광객 수 확인

0139 관광안내소 설치 100,000 0 100,000

(X 100,000) (X 0) (X100,000)

100,000(11-2161-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1개소 * 100,000,000원 = 100,000  ㅇ관광안내소 제작,설치 사업비 (X100,000)

0542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25,600 0 25,600

(X 25,600) (X 0) (X25,600)

25,600(11-216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25,600  ㅇ'07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25,600,000원 = 25,600    ·종로구 인사동 "포도대장과 그 순라군들" (X25,600)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조성전략목표 : 3,000,000 0 3,000,000

(X3,000,000) (X0) (X3,000,000)

사업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제
고

성과목표 : 3,000,000 0 3,000,000

(X3,000,000) (X0) (X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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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0215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3,000,000 0 3,000,000

(X 3,000,000) (X 0) (X3,000,000)

3,000,000(11-2163-210-402-01) 민간자본보조

3,000,000,000원 = 3,000,000  ㅇ용산외국인학교 건립 지원 (X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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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쟁력강화기획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