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2,839,950,342 29,65212,839,979,994

500 보조금 747,435,936 29,652747,465,588

510 국고보조금등 747,435,936 29,652747,465,588

511 국고보조금등 747,435,936 29,652747,465,588

01 국고보조금 644,934,040 29,652644,963,692

  ㅇ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 24,652

    .119시민수당구조대 운영경비 24,652,000원 24,652

  ㅇ문화정책과 5,000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축제 사업 관련 보조금 5,000,000원 5,000

29 한강수질개선 10,510,000 393,15010,903,150

100 한강수질개선사업 10,510,000 393,15010,903,150

130 보조금 9,220,694 393,1509,613,844

131 국고보조금 9,220,694 393,1509,613,844

03 기금 9,210,694 393,1509,603,844

  ㅇ환경국 수질과 393,150

    ·수상법당 이전보상비 393,150,000원 * 1식 393,15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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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379,589,844 379,584,844 5,000

(X38,045,092) (X38,040,092) (X5,000)

일상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전략목표 : 201,241,234 201,236,234 5,000
(X13,257,000) (X13,252,000) (X5,000)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성과목표 : 16,863,322 16,858,322 5,000
(X1,045,000) (X1,040,000) (X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거리벽화 사업추진(개소) 20(20) 20(40) 추진실적 확인

입체미술 설치사업 추진(개소) 20(20) 20(40) 추진실적 확인

지역문화시설 이용율 17% 20% 25% 표본조사 확인

문화충전프로젝트 시민만족도 75% 77% 79%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문화예술교육 참여인원(천명)/참여자 만족도 (%) 15천명/77% 20천명/79% 25천명/81% 참여 인원수(표본조사) 확인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창작공간 조성실적 확인

0115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5,000 0 5,000
(X 5,000) (X 0) (X5,000)

5,000(11-2111-210-201-02) 행사운영비

5,000,000원 = 5,000  ㅇ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축제사업 관련 보조금 (X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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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환경국 129,280,309 128,887,159 393,150
(X3,983,650) (X3,590,500) (X393,150)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전략목표 : 16,152,005 15,758,855 393,150
(X431,650) (X38,500) (X393,150)

한강수질개선성과목표 : 15,073,255 14,680,105 393,150
(X403,150) (X10,000) (X393,15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한강수질오염도(BOD,㎎/L) - 잠실 1.5 1.5 1.4 환경부 수질측정망 측정자료 확인

한강수질오염도(BOD,㎎/L) - 가양 3.0 2.9 2.8 환경부 수질측정망 측정자료 확인

상수원 퇴적물 준설량(㎥) 40,000 40,000 40,000 상수원 퇴적물 준설실적 확인

6101 잠실상수원 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651,349 258,199 393,150
(X 393,150) (X 0) (X393,150)

393,150(29-1211-210-302-01) 이주보상금

393,150,000원 * 1식 = 393,150  ㅇ수상법당 이전보상비 (X3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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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국



소방방재본부 412,821,201 412,796,549 24,652
(X2,386,161) (X2,361,509) (X24,652)

시민 자율 방재능력 향상전략목표 : 3,263,086 3,238,434 24,652
(X106,034) (X81,382) (X24,652)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성과목표 : 3,263,086 3,238,434 24,652
(X106,034) (X81,382) (X24,65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민안전 재난교육·훈련의 강화 전년대비0.2%증가 전년대비0.2%증가 전년대비0.2%증가 재난교육·훈련실적 확인

시민안전체험관 이용활성화 158.7천명 161.9천명 165.1천명 시민안전체험관 이용실적 확인

6102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831,742 807,090 24,652
(X 24,652) (X 0) (X24,652)

652(11-4211-210-201-01) 일반운영비

652,000원 = 652  ㅇ시민수상구조대 교육교재 부족분 구매등 (X652)

24,000(11-4211-210-301-10) 행사실비보상금

= 24,000  ㅇ시민수상구조대 활동수당

8,000원 * 3,000명 = 24,000    ·활동수당 (X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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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방방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