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4,442,944,495 14,184,03114,457,128,526

300 지방교부세 772,763,000 4,000,000776,763,000

310 지방교부세 772,763,000 4,000,000776,763,000

311 지방교부세 772,763,000 4,000,000776,763,000

01 지방교부세 772,763,000 4,000,000776,763,000

  ㅇ시설계획과 4,000,000

    ·청와대앞길 및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4,000,000,000원 4,000,000

500 보조금 991,094,957 10,184,0311,001,278,988

510 국고보조금등 991,094,957 10,184,0311,001,278,988

511 국고보조금등 991,094,957 10,184,0311,001,278,988

01 국고보조금 931,721,569 9,083,515940,805,084

  ㅇ청소년담당관 200,000

    ·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200,000,000원 200,000

 ㅇ건강증진담당관 407,904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07,904,000원 407,904

 ㅇ문화정책과 60,000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 60,000,000원 60,000

 ㅇ에너지정책담당관 200,000

    ·간판조명LED교체사업 200,000,000원 200,000

 ㅇ복지정책과 8,215,611

    ·생계급여(일반수급자) 4,419,059,000원 4,419,059

    ·주거급여(일반수급자) 459,089,000원 459,089

    ·교육급여(일반수급자) 2,944,521,000원 2,944,521

    ·해산장제급여(일반수급자) 46,809,000원 46,809

    ·차상위정부양곡할인 지원 306,133,000원 306,133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25,000,000원 25,0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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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원 15,000,000원 15,000

03 기금 41,346,388 1,100,51642,446,904

  ㅇ건강증진담당관 6,516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6,516,000원 6,516

 ㅇ문화예술과 30,000

    ·지역특성문화사업지원 30,000,000원 30,000

 ㅇ노인복지과 1,064,00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64,000,000원 1,064,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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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3,848,000 6,10013,854,100

100 한강수질개선사업 13,848,000 6,10013,854,100

130 보조금 12,360,000 6,10012,366,100

131 국고보조금 12,360,000 6,10012,366,100

03 기금 12,360,000 6,10012,366,100

  ㅇ물관리정책과 6,100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6,100,000원 6,1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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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926,037,418 925,422,998 614,420

(X178,233,483) (X177,619,063) (X614,420)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부서 : 119,226,119 119,026,119 200,000

(X13,636,344) (X13,436,344) (X200,00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17,280,394 117,080,394 200,000

(X13,636,344) (X13,436,344) (X200,000)(노인ㆍ청소년)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성과목표 : 44,072,951 43,872,951 200,000

(X7,072,999) (X6,872,999) (X20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자수 52천명 54천명 56천명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율 63% 64% 65%

청소년지원센터 확충·운영 6개소 7개소 8개소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33,983,052 33,783,052 200,000

(X4,142,319) (X3,942,319) (X20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100-401-02) 실시설계비 200,000

200,000,000원 = 200,000  ㅇ서울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비 (X200,000)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부서 : 64,067,794 63,653,374 414,420

(X33,023,317) (X32,608,897) (X414,420)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63,971,910 63,557,490 414,420

(X33,023,317) (X32,608,897) (X414,420)(보건의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수
요 충족

성과목표 : 24,257,340 23,842,920 414,420

(X8,600,000) (X8,185,580) (X414,42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 수 4개소 11개소 18개소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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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치매 검진자 수 11,000명 26,000명 40,000명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24,257,340 23,842,920 414,420

(X8,600,000) (X8,185,580) (X414,420)

단위 :

(일반회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704,016 3,296,112 407,904

(X2,605,312) (X2,197,408) (X407,904)

(100-307-05) 민간위탁금 35,520

35,520,000원 = 35,520  ㅇ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 (X35,52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72,384

372,384,000원 = 372,384  ㅇ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X372,384)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38,672 32,156 6,516

(X24,891) (X18,375) (X6,51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516

6,516,000원 = 6,516  ㅇ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X6,516)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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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 458,372,797 458,282,797 90,000

(X45,077,071) (X44,987,071) (X90,000)

문화국 문화정책과부서 : 195,771,899 195,711,899 60,000

(X953,858) (X893,858) (X60,000)

문화도시 서울 구현정책 : 121,084,517 121,024,517 60,000

(X953,858) (X893,858) (X60,000)(문화예술)

서울 문화브랜드 가치 창출성과목표 : 6,277,140 6,217,140 60,000

(X471,170) (X411,170) (X6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서울 대표축제 시민만족도 72% 74% 78%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2,012,000 1,952,000 60,000

(X130,000) (X70,000) (X60,000)

단위 :

(일반회계)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 130,000 70,000 60,000

(X130,000) (X70,000) (X6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0,000

60,000,000원*1식 = 60,000  ㅇ전통예술공연 (X60,000)

문화국 문화예술과부서 : 44,794,410 44,764,410 30,000

(X5,184,000) (X5,154,000) (X30,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44,688,800 44,658,800 30,000

(X5,184,000) (X5,154,000) (X30,000)(문화예술)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성과목표 : 23,673,300 23,643,300 30,000

(X3,480,000) (X3,450,000) (X3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세계적 예술단체 육성 지원 4개 4개

시 조형물 설치 5개 7개 9개

고궁뮤지컬 공연 2회 5회 5회

시 작품 액자 공공장소 설치 1,900개 10,000개 2,000개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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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육성·지원 18,392,000 18,362,000 30,000

(X3,480,000) (X3,450,000) (X30,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1,020,000 990,000 30,000

(X30,000) (X3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0

30,000,000원*1식 = 30,000  ㅇ한성백제문화제개최 (X3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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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국 672,759,031 672,752,931 6,100

(X1,736,832) (X1,736,832)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부서 : 20,772,354 20,766,254 6,100

(X20,000) (X20,000)

깨끗한 물관리정책 : 15,338,747 15,332,647 6,100

(X20,000) (X20,000)(상하수도ㆍ수질)

한강수질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성과목표 : 10,510,594 10,504,494 6,100

(X20,000) (X2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한강수질오염도(BOD)-잠실 1.8 1.7 1.6

한강수질오염도(BOD)-가양 3.1 3.0 2.9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량 40,000㎥ 40,000㎥ 40,000㎥

한강 수질개선 8,605,344 8,599,244 6,100

(X20,000) (X20,000)

단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16,315 310,215 6,100

(209-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100

6,100,000원 = 6,100  ㅇ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무용장비구매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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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528,370,429 524,370,429 4,000,000

(X250,000) (X250,00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부서 : 49,799,793 45,799,793 4,000,000

도시경관증진및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정책 : 9,371,800 5,371,800 4,000,000
(지역및도시)

도시쾌적성 및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증진성과목표 : 9,371,800 5,371,800 4,00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주요 산 접근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100

도시관리계획 환경검토성 시행(건) 80(80) 80(160) 80(240)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9,371,800 5,371,800 4,000,000단위 :

(일반회계)

청와대 앞길 및 주변관광명소화 사업 9,050,000 5,050,000 4,000,000

(100-301-12) 기타보상금 30,000

30,000,000원 = 30,000  ㅇ현상설계 공모금

(100-401-02) 실시설계비 110,000

110,000,000원 = 110,000  ㅇ실시설계비

(100-401-04) 시설비 3,795,000

3,795,000,000원 = 3,795,000  ㅇ조성공사비

(100-401-05) 감리비 50,000

50,000,000원 = 50,000  ㅇ감리비

(100-401-06) 시설부대비 15,000

15,000,000원 = 15,000  ㅇ시설부대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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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본부 569,974,173 569,774,173 200,000

(X97,246,043) (X97,046,043) (X200,000)

맑은환경본부 에너지정책담당관부서 : 228,952,896 228,752,896 200,000

(X414,000) (X214,000) (X200,000)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정책 : 214,950,065 214,750,065 200,000

(X414,000) (X214,000) (X200,000)(대기)

에너지절약성과목표 : 5,904,000 5,704,000 200,000

(X250,000) (X50,000) (X20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범사업 실적 - 5개소 5개소

에너지이용 합리화 5,904,000 5,704,000 200,000

(X250,000) (X50,000) (X200,000)

단위 :

(일반회계)

간판조명LED 조명교체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200,000,000원 = 200,000  ㅇ간판조명 LED 조명교체 (X20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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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2,503,410,200 2,494,130,589 9,279,611

(X902,707,081) (X893,427,470) (X9,279,611)

복지국 복지정책과부서 : 1,559,766,073 1,551,550,462 8,215,611

(X629,747,288) (X621,531,677) (X8,215,611)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239,535,061 1,231,319,450 8,215,611

(X629,747,288) (X621,531,677) (X8,215,611)(취약계층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성과목표 : 1,152,845,136 1,144,644,525 8,200,611

(X629,732,288) (X621,531,677) (X8,200,611)

성과지표 :  2007 2009200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발굴율 12% 12% 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격자 조치율 10% 10% 10%

저소득 틈새계층 발굴 및 지원 5,800명 6,000명 6,200명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452,729,918 444,554,307 8,175,611

(X302,289,743) (X294,114,132) (X8,175,611)

단위 :

(일반회계)

생계급여(일반수급자) 314,895,059 310,476,000 4,419,059

(X211,403,059) (X206,984,000) (X4,419,05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419,059

4,419,059,000원 = 4,419,059  ㅇ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X4,419,059)

주거급여(일반수급자) 86,034,089 85,575,000 459,089

(X57,509,089) (X57,050,000) (X459,08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59,089

459,089,000원 = 459,089  ㅇ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X459,089)

교육급여(일반수급자) 14,570,496 11,625,975 2,944,521

(X10,695,171) (X7,750,650) (X2,944,52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944,521

2,944,521,000원 = 2,944,521  ㅇ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X2,944,521)

해산장제급여(일반수급자) 1,681,809 1,635,000 46,809

(X1,136,809) (X1,090,000) (X46,809)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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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6,809

46,809,000원 = 46,809  ㅇ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해산장제급여 (X46,809)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997,633 691,500 306,133

(X767,133) (X461,000) (X306,133)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06,133

306,133,000원*1식 = 306,133  ㅇ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X306,13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69,391,218 69,366,218 25,000

(X15,941,145) (X15,916,145) (X25,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7,284,918 17,259,918 25,000

(X11,461,145) (X11,436,145) (X25,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25,000

25,000,000원 = 25,000  ㅇ지역사회서비스 혁신센터 운영비 (X25,000)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성과목표 : 86,689,925 86,674,925 15,000

(X15,000) (X15,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사회복지관 기능특화 개소수 26개소 28개소 28개소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및 인증사업 개소수 14개소 18개소 24개소

푸드뱅크/마켓 기탁 실적 110억원 140억원 180억원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11,418,449 11,403,449 15,000

(X15,000) (X15,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15,000 0 15,000

(X15,000) (X1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5,000

5,000,000원*3개구 = 15,000  ㅇ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금(마포,성북,성동) (X15,000)

복지국 노인복지과부서 : 516,899,410 515,835,410 1,064,000

(X182,074,718) (X181,010,718) (X1,064,000)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516,466,563 515,402,563 1,064,000

(X182,074,718) (X181,010,718) (X1,064,000)(노인ㆍ청소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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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성과목표 : 456,392,791 455,328,791 1,064,000

(X182,074,718) (X181,010,718) (X1,064,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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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지원강화 61,494,833 60,430,833 1,064,000

(X10,184,037) (X9,120,037) (X1,064,000)

단위 :

(일반회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2,579,767 21,515,767 1,064,000

(X9,950,391) (X8,886,391) (X1,064,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64,000

1,064,000,000원 = 1,064,000  ㅇ서대문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X1,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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