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622,360,207 1,761,60810,624,121,815

500 보조금 596,221,796 1,761,608597,983,404

510 국고보조금등 596,221,796 1,761,608597,983,404

511 국고보조금등 596,221,796 1,761,608597,983,404

01 국고보조금 502,944,093 296,608503,240,701

  ㅇ사회과 33,006

    ·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3,006,000원*1식 33,006

 ㅇ맑은서울사업반 41,500

    · 저공해자동차 보급 41,500

      -하이브리드 자동차 28,000,000원 28,000

      -전기이륜차 13,500,000원 13,500

 ㅇ보건환경연구원 80,000

    · 가축방역 80,000,000원 80,000

 ㅇ가족보육담당관 58,919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58,919,000원 58,919

 ㅇ여성정책담당관 73,707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 25,023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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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25,023,000원 25,023

    .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236

      -기능보강비 236,000원 236

    .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3,438

      -운영비 3,438,000원 3,438

    . 성매매여성자활지원 45,010

      -운영비 45,010,000원 45,010

 ㅇ장애인복지과 5,60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지원 5,601,000원 5,601

 ㅇ농수산유통과 3,875

    · 도축검사보조원 임금 3,875,000원 3,875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6,804,500 1,085,00027,889,500

  ㅇ자연생태과 1,085,00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85,000,000원 1,085,000

03 기금 66,473,203 380,00066,853,203

  ㅇ청소년담당관 43,000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개편관련 사업비 추가지원 43,000,000원 43,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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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노인복지과 337,000

    · 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서부노인전문요양원 건립) 337,000,000원 337,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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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광역교통시설 85,550,000 4,531,00090,081,000

100 광역교통시설 85,550,000 4,531,00090,081,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13,000,000 4,531,00017,531,000

131 국고보조금 13,000,000 4,531,00017,531,000

01 국고보조금 13,000,000 4,531,00017,531,000

  ㅇ도로계획과 4,531,000

    · 신내IC~구리시계간 도로개설 보상비 2,531,000,000원 2,531,000

    .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비 2,000,000,000원 2,00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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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408,171,776 407,996,150 175,626

(X87,685,316) (X87,509,690) (X175,626)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94,414,832 94,282,206 132,626

(X20,909,913) (X20,777,287) (X132,626)

소외여성지원 확대로 여성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7,093,815 16,961,189 132,626

(X9,714,303) (X9,581,677) (X132,62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성매매 종사여성 상담건수 10,000건 10,500건 11,000건 성매매 상담실적

여성보호시설 운영 개소수 50개소 51개소 51개소 여성보호시설 개소수 조사

무의탁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79% 80% 80%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출청소녀 거리상담 인원수 22,000명 22,500명 23,000명 상담 인원수 확인

0404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지원 1,326,354 1,301,331 25,023

(X 646,555) (X 621,532) (X25,023)

25,023(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25,023,000원 = 25,023  ㅇ가정폭력,성폭력 상당소지원(의료비) (X25,023)

0406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2,750,797 2,691,642 59,155

(X 1,219,976) (X 1,160,821) (X59,155)

59,155(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58,919,000원 = 58,919  ㅇ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X58,919)

236,000원 = 236  ㅇ여성복지시설기능보강비 (X236)

0407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2,374,285 2,370,847 3,438

(X 1,908,235) (X 1,904,797) (X3,438)

3,438(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3,438,000원 = 3,438  ㅇ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X3,438)

0411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6,889,323 6,844,313 45,010

(X 5,139,449) (X 5,094,439) (X45,010)

45,01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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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10  ㅇ성매매여성자활지원

= 45,010    · 운영비

15,500,000원 = 15,500      -상담소 운영비 (X15,500)

29,510,000원 = 29,510      -지원시설 운영비 (X29,510)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보호전략목표 : 63,655,959 63,612,959 43,000

(X6,766,796) (X6,723,796) (X43,000)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성과목표 : 54,101,443 54,058,443 43,000

(X4,896,578) (X4,853,578) (X43,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 개소수 3개소(26개소) 2개소(28개소) 1개소(29개소) 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개소 실적확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1수련관 평균) 174천명 175천명 176천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자 수 확인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률 60% 62% 65%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률 확인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체험인원/강북지역영어체험마을
조성공정률

12천명/10% 22천명/100% 22천명 참여인원 및 공정률 확인

서울유스호스텔 건립 공정율 70% 100% 서울유스호스텔  공정율 확인

0701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8,616,887 8,573,887 43,000

(X 958,938) (X 915,938) (X43,000)

43,000(11-2328-210-307-05) 민간위탁금

43,000,000원 = 43,000  ㅇ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기능개편관련 사업비 지원 (X43,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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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1,872,917,030 1,872,461,423 455,607

(X558,644,151) (X558,188,544) (X455,607)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131,438,715 1,131,405,709 33,006

(X468,441,715) (X468,408,709) (X33,006)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로 자립능력 제고성과목표 : 40,656,992 40,623,986 33,006

(X26,539,679) (X26,506,673) (X33,00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자활근로사업(월 참여인원) 10,000명 9,000명 8,000명 월 참여 인원

자활공동체 확충 및 참여실적 60개소/250명 70개소/300명 80개소/350명 공동체 확충 및 참여실적 확인

자활공동체(1년이상) 유지율 72% 74% 76% 1년이상 유지 수(%)/총 자활공동체수

0308 자활후견기관 운영 4,345,206 4,312,200 33,006

(X 2,485,355) (X 2,452,349) (X33,006)

33,006(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6,000원*1식 = 33,006  ㅇ자활후견기관 운영비 (X33,006)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206,767,179 206,430,179 337,000

(X28,563,696) (X28,226,696) (X337,000)

보호시설 확충으로 노인 복지수준 제고성과목표 : 55,560,573 55,223,573 337,000

(X9,770,793) (X9,433,793) (X337,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치매노인 보호시설 수용률 58% 67% 73% 입소수요 대비 시설 정원

치매전문요양시설 확충(실비포함) 17개소 21개소 27개소 확충 실적

치매전담시설의 치매상담 건수 3,200건 3,600건 4,000건 치매상담 실적

치매 교육 건수 2,200건 2,400건 2,600건 교육실적 확인

0722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5,260,430 4,923,430 337,000

(X 3,221,000) (X 2,884,000) (X337,000)

337,000(11-2315-210-401-01) 시설비

337,000,000원 = 337,000  ㅇ서부노인전문요양원 건립 (X337,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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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건 개선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전략목표 : 188,401,580 188,395,979 5,601

(X18,137,527) (X18,131,926) (X5,601)

장애인 능력배양 및 지원으로 생활기반 조
성

성과목표 : 58,066,267 58,060,666 5,601

(X14,474,556) (X14,468,955) (X5,60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 및 이용자 수 8개 25000명 8개 25000명 10개 31250명 확충실적(개소) 및 이용실적(명) 확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신규 발굴률 38,000명 39,000명 40,000명 지원실적 및 신규발굴 실적 확인

후원·결연상업 실적(건수, 백만원) 및 증가율 5,500건 6,000건 6,500건 후원·결연사업(건수, 백만원) 확인, 증가실적 확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수혜자수 111가구/416명 116가구/456명 120가구/496명 확충 및 이용자수 확인

공판장 판매실적 2,000백만원 2,300백만원 2,700백만원 판매실적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1,929명 2,009명 2,089명 장애인 근로인원

0609 장애인생산품공판장 운영 203,871 198,270 5,601

(X 35,661) (X 30,060) (X5,601)

5,601(11-2314-210-307-02) 민간경상보조

5,601,000원 = 5,601  ㅇ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X5,601)

체계적·효율적 시험·검사수행으로 시민보
건환경수준 향상

전략목표 : 6,766,542 6,686,542 80,000

(X296,550) (X216,550) (X80,000)

식·의약품 검사강화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
의식 확보마련

성과목표 : 2,743,000 2,663,000 80,000

(X80,000) (X0) (X8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농수산물 정밀검사 건수 26,400건 26,900건 27,000건 검사실적

식품·의약품 검사 건수 22,500건 23,000건 23,100건 검사실적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 건수 22,920건 23,220건 23,520건 검사실적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처리 기간내 검사율 92% 94% 96% 검사처리 기간내 검사실적 확인

62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363,000 283,000 80,000

(X 80,000) (X 0) (X80,000)

80,000(11-2213-210-206-01) 재료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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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0원 = 80,000  ㅇ광우병검사키트 구매 (X8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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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 434,280,253 434,276,378 3,875

(X7,467,021) (X7,463,146) (X3,875)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229,123,307 229,119,432 3,875

(X6,602,021) (X6,598,146) (X3,875)

농수산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시민생활보
호

성과목표 : 7,220,457 7,216,582 3,875

(X4,125,721) (X4,121,846) (X3,87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55,000건 60,000건 62,500건 지도단속 건수

친환경농장 조성운영(구좌) 7,000 7,500 8,000 참여구좌 확인조사

친환경농장 참여자 만족도 70% 75% 80% 만족도 확인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 440건 470건 470건 검사건수 확인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건수 8,900건 9,000건 9,000건 검사건수 확인

가축 방역수 187,467두 187,467두 265,554두 방역대장 확인

도시농업 육성지원 실적 1,108백만원 1,366백만원 1,425백만원 지원실적

농업관련 교육생 만족도 84% 84% 84% 자체설문 조사

도시농업기술 보급 사업수 23건 23건 24건 추진결과 확인

도시농업기술 만족도 70% 75% 80% 자체설문조사

유기동물 보호수 13,000두 20,000두 21,000두 관리 두수 확인

0301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 345,087 341,212 3,875

(X 197,345) (X 193,470) (X3,875)

3,875(11-311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3,875,000원 = 3,875  ㅇ도축검사보조원 임금 (X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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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환경국 216,735,789 216,694,289 41,500

(X66,025,109) (X65,983,609) (X41,500)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127,125,500 127,084,000 41,500

(X64,080,909) (X64,039,409) (X41,500)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127,125,500 127,084,000 41,500

(X64,080,909) (X64,039,409) (X41,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 12,785대 42,398대 45,000대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 확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대수(기준초과차량 적발률) 1,200천대 1,000천대 1,000천대 단속대수 확인

먼지발생사업장 단속건수 10천개소 10천개소 10천개소 공사장 단속실적 확인

미세먼지오염도(㎍/㎥) 58 55 52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오존오염도(ppm) 0.014 0.014 0.014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친환경절약형 에너지시설 설치 - 2개소 2개소 설치개소수 확인

0106 저공해 자동차 보급 2,899,500 2,858,000 41,500

(X 2,569,500) (X 2,528,000) (X41,500)

30,500(11-2222-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1대*28,000,000원 = 28,000  ㅇ하이브리드 자동차 (X28,000)

5대*500,000원 = 2,500  ㅇ전기이륜차 (X2,500)

4,000(11-222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대*500,000원 = 4,000  ㅇ전기이륜차 (X4,000)

7,000(11-2222-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대*500,000원 = 7,000  ㅇ전기이륜차 (X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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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푸른도시국 456,940,876 455,855,876 1,085,000

(X8,924,259) (X7,839,259) (X1,085,000)

도시 자연생태기반 구축전략목표 : 25,698,160 24,613,160 1,085,000

(X5,924,259) (X4,839,259) (X1,085,000)

생태계 보전성과목표 : 12,110,464 11,025,464 1,085,000

(X5,924,259) (X4,839,259) (X1,08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개소수 9개소 12개소 12개소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개소수 측정(누계)

도시생태림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수량 60,000주 65,000주 70,000주 도시생태림 식재 수량 확인

숲 가꾸기 536ha 674ha 680ha 숲 가꾸기 면적

0242 개발제한구역관리 4,691,000 3,606,000 1,085,000

(X 4,534,500) (X 3,449,500) (X1,085,000)

1,085,000(11-2236-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1,085,000  ㅇ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83,000,000원 = 483,000    · 강동구 고덕동 가재골길 도로개설 (X483,000)

42,000,000원 = 42,000    · 강북구 우이동 공중화장실 설치 (X42,000)

560,000,000원 = 560,000    · 중랑구 망우 1동 양원리 마을 도로개설 (X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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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도시국



건설기획국 1,253,619,819 1,249,088,819 4,531,000

(X20,146,900) (X15,615,900) (X4,531,000)

빠르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전략목표 : 311,428,614 306,897,614 4,531,000

(X17,531,000) (X13,000,000) (X4,531,000)

도로개설 정비를 통한 지역간 교통소통 원
활화

성과목표 : 172,629,768 168,098,768 4,531,000

(X14,531,000) (X10,000,000) (X4,53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지역도로망 확충(24개사업 32.16km) 진행 20개소 완료 6개소 완료 3개소 계획대비 실적

병목지점및정체구간정비(14개사업  9.62km) 진행 14개소 완료 3개소 완료 5개소 계획대비 실적

교차로 개선(8개 사업, 5.94Km) 진행 8개소 완료 2개소 완료 3개소 계획대비 실적

0854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4,000,000 2,000,000 2,000,000

(X 3,000,000) (X 1,000,000) (X2,000,000)

2,000,000(30-1211-210-401-01) 시설비

= 2,000,000  ㅇ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비

680,400,000원 = 680,400    · 토공 (X680,400)

1,120,000,000원 = 1,120,000    · 구조물공 (X1,120,000)

77,000,000원 = 77,000    · 부대공 1식 (X77,000)

122,600,000원 = 122,600    · 폐기물처리비 및 기타 (X122,600)

0911 신내I.C~구리시계간 도로개설 2,531,000 0 2,531,000

(X 2,531,000) (X 0) (X2,531,000)

2,531,000(30-1211-210-401-01) 시설비

2,531,000,000원 = 2,531,000  ㅇ신내IC~구리시계간 도로개설 보상비 (X2,5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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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