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4,459,548,895 12,989,69214,472,538,587

500 보조금 1,003,395,357 12,989,6921,016,385,049

510 국고보조금등 1,003,395,357 12,989,6921,016,385,049

511 국고보조금등 1,003,395,357 12,989,6921,016,385,049

01 국고보조금 941,352,856 12,537,850953,890,706

 ㅇ 여성정책담당관 75,000

    · 부랑인시설운영 75,000,000원 75,000

 ㅇ 청소년담당관 24,800

    · 아동복지교사 권역센터 운영지원 24,800,000원 24,800

 ㅇ 기업지원담당관 25,000

    · 지역발전아카데미 20,000,000원 20,000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5,000,000원 5,000

 ㅇ 경제진흥관 생활경제담당관 3,192,681

    ·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282,554,000원 1,282,554

    · 양곡관리사업 9,500,000원 9,500

    ·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지원) 100,627,000원 100,627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800,000,000원 1,800,000

 ㅇ 복지정책과 220,000

    ·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220,000,000원 220,000

 ㅇ 노인복지과 1,745,120

    ·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745,120,000원 1,745,120

 ㅇ 장애인복지과 3,854,745

    · 장애인의료비 지원(보조) 1,815,000,000원 1,815,000

    ·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보조) 1,675,934,000원 1,675,934

    · 차상위경증에너지보조금 363,811,000원 363,811

 ㅇ 자활지원과 335,153

    ·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보조사업) 335,153,000원 335,153

 ㅇ 문화재과 14,7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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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4,700,000원 14,700

 ㅇ 주택정책과 3,050,651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3,050,651,000원 3,050,651

03 기금 42,679,501 451,84243,131,343

 ㅇ 여성정책담당관 136,557

    ·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136,557,000원 136,557

 ㅇ 건강증진담당관 315,285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111,475,000원 111,475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203,810,000원 203,81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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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926,599,284 926,047,642 551,642

(X178,795,349) (X178,243,707) (X551,642)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36,464,507 36,252,950 211,557

(X7,028,579) (X6,817,022) (X211,557)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30,347,411 30,135,854 211,557

(X7,028,579) (X6,817,022) (X211,557)(보육·가족및여성)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성과목표 : 16,490,815 16,279,258 211,557

(X7,008,079) (X6,796,522) (X211,557)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추진율 4개년 계획수립 40% 70%

여성단체활동 지원 건수 60 62 64

여성발전기금 이용자 만족도 70% 71% 72%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15,514,965 15,303,408 211,557

(X7,008,079) (X6,796,522) (X211,557)

단위 :

(일반회계)

부랑인시설운영 1,219,122 1,144,122 75,000

(X647,061) (X572,061) (X75,000)

(100-307-05) 민간위탁금 75,000

75,000,000원 = 75,000  ㅇ시립영보자애원 위탁운영비 (X75,000)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1,365,587 1,229,030 136,557

(X1,365,587) (X1,229,030) (X136,557)

(100-307-02) 민간경상보조 136,557

136,557,000원 = 136,557  ㅇ막달레나의집외 2개소 (X136,557)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부서 : 119,250,919 119,226,119 24,800

(X13,661,144) (X13,636,344) (X24,80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17,305,194 117,280,394 24,800

(X13,661,144) (X13,636,344) (X24,800)(노인·청소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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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 증진성과목표 : 73,232,243 73,207,443 24,800

(X6,588,145) (X6,563,345) (X24,8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확충·운영 180개소 200개소 220개소

가정친화적 공동생활가정 확충·운영 29개소 40개소 50개소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73,232,243 73,207,443 24,800

(X6,588,145) (X6,563,345) (X24,800)

단위 :

(일반회계)

아동복지교사 권역센터 운영지원 245,600 220,800 24,800

(X245,600) (X220,800) (X24,8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24,800

24,800,000원 = 24,800  ㅇ운영비 (X24,800)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부서 : 64,393,076 64,077,791 315,285

(X33,348,599) (X33,033,314) (X315,285)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64,297,192 63,981,907 315,285

(X33,348,599) (X33,033,314) (X315,285)(보건의료)

건강생활 기반조성으로 시민건강관리능력 
배양

성과목표 : 11,971,628 11,860,153 111,475

(X6,461,088) (X6,349,613) (X111,475)

성과지표 :  2007 20092008

금연클리닉 등록자 금연성공률 35% 36% 37%

건강도시 지표 관리율 50% 52% 54%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 7,753,128 7,641,653 111,475

(X6,461,088) (X6,349,613) (X111,475)

단위 :

(일반회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473,475 362,000 111,475

(X292,475) (X181,000) (X111,47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11,475

111,475,000원 = 111,475  ㅇ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X11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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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보건기능강화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성과목표 : 28,068,224 27,864,414 203,810

(X18,287,511) (X18,083,701) (X203,81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가구 수 60,500가구 72,600가구 79,860가구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방문건수 82,000건 90,200건 99,220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28,068,224 27,864,414 203,810

(X18,287,511) (X18,083,701) (X203,810)

단위 :

(일반회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1,408,760 1,204,950 203,810

(X1,408,760) (X1,204,950) (X203,81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03,810

203,810,000원 = 203,810  ㅇ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X203,81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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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 458,610,097 458,595,397 14,700

(X45,314,371) (X45,299,671) (X14,700)

문화국 문화재과부서 : 70,346,732 70,332,032 14,700

(X33,098,775) (X33,084,075) (X14,7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69,870,762 69,856,062 14,700

(X33,098,775) (X33,084,075) (X14,700)(문화재)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60,770,198 60,755,498 14,700

(X33,090,775) (X33,076,075) (X14,7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북한산성 복원(누계) 140m(520m) 150m(670m) 150m(820m)

서울 성곽 복원 470m 445m 1,040m

유형문화재 발굴 지정(누계) 10(291)건 10(301)건 10(311)건

사료책자 발간 및 서울역사문화 탐방 9권/400명 8권/400명 9권/560명

등록문화재 문화공간 조성 2건 1건 1건

남산봉수대 재현행사 관람객수 145천명 150천명

문화재 보존 복원 59,413,027 59,398,327 14,700

(X33,090,775) (X33,076,075) (X14,700)

단위 :

(일반회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342,820 328,120 14,700

(X14,700) (X14,700)

(100-401-04) 시설비 14,700

14,700,000원 = 14,700  ㅇ장의사지 당간지주 낙서제거 (X14,7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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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 962,324,852 959,274,201 3,050,651

(X3,050,651) (X3,050,651)

주택국 주택정책과부서 : 282,557,000 279,506,349 3,050,651

(X3,050,651) (X3,050,651)

주거복지 수준 향상정책 : 177,815,121 174,764,470 3,050,651

(X3,050,651) (X3,050,651)(주택)

주택시장 안정 도모성과목표 : 13,839,921 10,789,270 3,050,651

(X3,050,651) (X3,050,651)

성과지표 :  2007 20092008

택지신규지정 1 2 1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정관리 8,691 4,062 11,364

기존주택(다가구 등) 매입 임대 200 1,500 1,500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13,839,921 10,789,270 3,050,651

(X3,050,651) (X3,050,651)

단위 :

(일반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3,050,651 0 3,050,651

(X3,050,651) (X3,050,65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050,651

3,050,651,000원 = 3,050,651  ㅇ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X3,050,651)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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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2,540,941,426 2,534,786,408 6,155,018

(X940,238,307) (X934,083,289) (X6,155,018)

복지국 복지정책과부서 : 1,591,362,281 1,591,142,281 220,000

(X661,343,496) (X661,123,496) (X22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271,131,269 1,270,911,269 220,000

(X661,343,496) (X661,123,496) (X220,000)(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성과목표 : 86,909,925 86,689,925 220,000

(X235,000) (X15,000) (X22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사회복지관 기능특화 개소수 26개소 28개소 28개소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및 인증사업 개소수 14개소 18개소 24개소

푸드뱅크/마켓 기탁 실적 110억원 140억원 180억원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75,491,476 75,271,476 220,000

(X220,000) (X220,000)

단위 :

(일반회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220,000 0 220,000

(X220,000) (X22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20,000

= 220,000  ㅇ복지종합평가 우수 특별지원금

60,000,000원 = 60,000    · 은평구 (X60,000)

60,000,000원 = 60,000    · 동작구 (X60,000)

40,000,000원 = 40,000    · 송파구 (X40,000)

40,000,000원 = 40,000    · 중랑구 (X40,000)

10,000,000원 = 10,000    · 구로구 (X10,000)

10,000,000원 = 10,000    · 금천구 (X10,000)

복지국 노인복지과부서 : 518,644,530 516,899,410 1,745,120

(X183,819,838) (X182,074,718) (X1,745,120)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518,211,683 516,466,563 1,745,120

(X183,819,838) (X182,074,718) (X1,745,120)(노인·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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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8,137,911 456,392,791 1,745,120

(X183,819,838) (X182,074,718) (X1,7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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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사회활동 지원 369,908,908 368,163,788 1,745,120

(X167,038,217) (X165,293,097) (X1,745,120)

단위 :

(일반회계)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8,216,294 6,471,174 1,745,120

(X1,745,120) (X1,745,12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745,120

1,745,120,000원 = 1,745,120  ㅇ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X1,745,120)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부서 : 310,502,272 306,647,527 3,854,745

(X56,953,495) (X53,098,750) (X3,854,74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310,264,607 306,409,862 3,854,745

(X56,953,495) (X53,098,750) (X3,854,745)(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
립생활 기반조성

성과목표 : 271,067,325 267,212,580 3,854,745

(X54,704,290) (X50,849,545) (X3,854,745)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 수 12,000명 18,000명 19,800명

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연 이용장애인 수 552명 2,428명 2,671명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54,523,709 250,668,964 3,854,745

(X51,468,923) (X47,614,178) (X3,854,745)

단위 :

(일반회계)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보조) 25,621,342 23,945,408 1,675,934

(X10,973,548) (X9,297,614) (X1,675,934)

(100-307-05) 민간위탁금 91,840

91,840,000원 = 91,840  ㅇ교육비 (X9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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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4,094

1,584,094,000원 = 1,584,094  ㅇ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X1,584,094)

장애인의료비 지원(보조) 3,589,688 1,774,688 1,815,000

(X2,702,344) (X887,344) (X1,815,000)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815,000

1,815,000,000원 = 1,815,000  ㅇ장애인의료비 지원 (X1,815,000)

차상위경증에너지보조금 363,811 0 363,811

(X363,811) (X363,811)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63,811

363,811,000원 = 363,811  ㅇ차상위경증에너지보조 (X363,811)

복지국 자활지원과부서 : 82,611,106 82,275,953 335,153

(X37,638,056) (X37,302,903) (X335,153)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29,053,438 28,718,285 335,153

(X2,314,891) (X1,979,738) (X335,153)(취약계층지원)

부랑인·노숙인 자활지원강화로 자립능력 
제고

성과목표 : 29,053,438 28,718,285 335,153

(X2,314,891) (X1,979,738) (X335,153)

성과지표 :  2007 20092008

노숙인쉼터 특성화 비율 50% 70% 90%

노숙인 자활사업 참여인원 1,500명 1,600명 1,700명

부랑인시설 운영지원 5,384,690 5,049,537 335,153

(X2,314,891) (X1,979,738) (X335,153)

단위 :

(일반회계)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보조사업) 3,623,861 3,288,708 335,153

(X1,995,391) (X1,660,238) (X335,153)

(100-307-02) 민간경상보조 9,900

8,211,000원 = 8,211  ㅇ늘푸른자활의집 운영지원 (X8,211)

1,689,000원 = 1,689  ㅇ부랑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 (X1,689)

(100-307-05) 민간위탁금 325,253

325,253,000원 = 325,253  ㅇ시립은평의마을 위탁운영 (X325,253)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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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본부 407,909,631 404,691,950 3,217,681

(X26,858,558) (X23,640,877) (X3,217,681)

경쟁력강화본부 기업지원담당관부서 : 193,861,995 193,836,995 25,000

(X1,830,590) (X1,805,590) (X25,000)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정책 : 183,506,273 183,481,273 25,000

(X1,830,590) (X1,805,590) (X25,000)(산업진흥·고도화)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구
축

성과목표 : 78,609,403 78,584,403 25,000

(X398,000) (X373,000) (X25,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선정건수(개소) 4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54,142,600 54,117,600 25,000

(X398,000) (X373,000) (X25,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86,000 81,000 5,000

(X45,000) (X40,000) (X5,000)

(100-307-05) 민간위탁금 5,000

5,000,000원 = 5,000  ㅇ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X5,000)

지역발전아카데미 20,000 0 20,000

(X20,000) (X2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20,000

20,000,000원 = 20,000  ㅇ지역발전아카데미 사업 (X20,000)

경쟁력강화본부 경제진흥관 생활경제담당관부서 : 31,786,099 28,593,418 3,192,681

(X19,887,695) (X16,695,014) (X3,192,681)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정책 : 21,984,472 20,083,845 1,900,627

(X14,780,678) (X12,880,051) (X1,900,627)(산업·중소기업일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성과목표 : 21,984,472 20,083,845 1,900,627

(X14,780,678) (X12,880,051) (X1,900,627)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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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2007 20092008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추진실적(회) 7 8 9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개소) 7 13 10

소비자 상담결과 피해구제율(%) 25 26 27

대부업 행정조치 건수(건) 400 450 500

불법공산품 단속지도 건수(건) 310 350 350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20,995,504 19,094,877 1,900,627

(X14,780,678) (X12,880,051) (X1,900,627)

단위 :

(일반회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7,919,177 16,119,177 1,800,000

(X14,168,051) (X12,368,051) (X1,8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00,000

1,800,000,000원 = 1,800,000  ㅇ방학동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 (X1,800,000)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지원) 2,742,627 2,642,000 100,627

(X512,627) (X412,000) (X100,627)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627

100,627,000원 = 100,627  ㅇ화장실개선사업 추진 (X100,627)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7,288,601 5,996,547 1,292,054

(X5,107,017) (X3,814,963) (X1,292,054)(농업·농촌)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7,288,601 5,996,547 1,292,054

(X5,107,017) (X3,814,963) (X1,292,054)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시범·도매시장 원산지 표시율(%) 80 82 83.5

축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건) 4,100 4,600 5,100

유통거래질서 확립 656,264 646,764 9,500

(X493,584) (X484,084) (X9,500)

단위 :

(일반회계)

양곡관리사업 22,134 12,634 9,500

(X22,134) (X12,634) (X9,500)

(100-201-01) 사무관리비 9,500

9,500,000원 = 9,500  ㅇ정부관리양곡매출결산 매식비 등 (X9,5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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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육성 지원 5,398,377 4,115,823 1,282,554

(X4,423,094) (X3,140,540) (X1,282,554)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2,562,554 1,280,000 1,282,554

(X2,562,554) (X1,280,000) (X1,282,55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282,554

= 1,282,554  ㅇ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1,281,783,000원 = 1,281,783    · 고정직불제 (X1,281,783)

771,000원 = 771    · 행정경비 (X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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