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1,360,878,413 1,337,23611,362,215,649

500 보조금 713,549,007 1,337,236714,886,243

510 국고보조금등 713,549,007 1,337,236714,886,243

511 국고보조금등 713,549,007 1,337,236714,886,243

01 국고보조금 615,649,536 44,764615,694,300

  ㅇ보건정책과 3,895

    ·역학조사관 직무교육비 3,895,000원 3,895

 ㅇ토지관리과 27,000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27,000,000원 27,000

 ㅇ농수산유통과 4,512

    ·도축검사원임금 4,512,000원 4,512

 ㅇ여성정책담당관 9,357

     ·지역여성 자원활동 센터지원 9,357,000원 9,357

03 기금 69,859,265 1,292,47271,151,737

  ㅇ보건정책과 213,725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 211,125,000원 211,125

    ·정신보건인력 양성 2,600,000원 2,6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3/06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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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보건환경연구원 2,000

    ·생화학테러검사 재료비 2,000,000원 2,000

 ㅇ여성정책담당관 1,076,747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 160,525,000원 160,525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 17,547,000원 17,547

    ·폭력피해자 프로그램 운영 110,409,000원 110,409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222,218,000원 222,218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566,048,000원 566,048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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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442,650,741 441,564,637 1,086,104

(X95,934,905) (X94,848,801) (X1,086,104)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전략목표 : 14,553,088 14,543,731 9,357

(X9,357) (X0) (X9,357)

여성 경제력 강화성과목표 : 7,054,144 7,044,787 9,357

(X9,357) (X0) (X9,35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직업훈련 교육 이수율 81% 82% 83% 교육이수 실적

직업훈련 교육생 취업율 26% 27% 28% 교육생 취업율 조사

여성일자리갖기 지원프로젝트 추진실적(참여인원, 만
족도조사)

1,000명/80% 1,000명/81% 1,100명/82% 참여실적 및 만족도결과 확인

6104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4,551,244 4,541,887 9,357

(X 9,357) (X 0) (X9,357)

9,357(11-2321-210-307-05) 민간위탁금

9,357,000원 = 9,357  ㅇ지역여성 자원활동 센터지원 사업비 (X9,357)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
력 강화

전략목표 : 73,241,426 72,164,679 1,076,747

(X8,725,110) (X7,648,363) (X1,076,747)

사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 향상성과목표 : 11,034,342 9,957,595 1,076,747

(X4,670,352) (X3,593,605) (X1,076,74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그룹홈,자활지원시설 이용 여성수 3,500명 3,600명 3,700명 이용여성 실적 확인

소외여성 직업훈련 실적(직업훈련이수율/ 취업율) 67%/15% 69%/17% 71%/19% 직업훈련 및 취업실적 확인

여성폭력 상담건수 36,200건 37,000건 37,500건 상담실적 확인

무의탁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79% 80% 81% 만족도 조사 확인

십대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수 79,300명 82,250명 85,200명 참여인원 확인

0407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1,341,201 1,052,720 288,481

(X 776,081) (X 487,600) (X28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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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288,481(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160,525,000원 = 160,525  ㅇ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X160,525)

17,547,000원 = 17,547  ㅇ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X17,547)

= 110,409  ㅇ폭력피해자 프로그램 운영

95,589,000원 = 95,589    ·치료·회복프로그램 (X95,589)

14,820,000원 = 14,820    ·직업훈련사업 (X14,820)

0411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4,418,824 3,630,558 788,266

(X 2,376,625) (X 1,588,359) (X788,266)

776,496(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554,278  ㅇ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554,278,000원 = 554,278    ·막달레나의 집 외 3개소 (X554,278)

= 30,150  ㅇ성매매피해여성 의료지원

30,150,000원 = 30,150    ·상담소 및 쉼터 18개소 (X30,150)

= 76,230  ㅇ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76,230,000원 = 76,230    ·상담소 5개소 (X76,230)

= 48,588  ㅇ성매매피해여성 직업훈련

48,588,000원 = 48,588    ·쉼터 13개소 (X48,588)

= 67,250  ㅇ성매매피해여성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67,250,000원 = 67,250    ·쉼터 13개소 (X67,250)

11,770(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 11,770  ㅇ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지원

11,770,000원 = 11,770    ·쏘냐의 집 외 1개소 (X1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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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2,124,056,134 2,123,836,514 219,620

(X661,225,542) (X661,005,922) (X219,62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218,171,450 217,953,830 217,620

(X51,092,631) (X50,875,011) (X217,620)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24,750,691 24,746,796 3,895

(X16,094,362) (X16,090,467) (X3,89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전염병 발생률(명/10만명) 8.0 7.8 7.6 전염병 감염자수 확인

임시예방 접종자 수(명) 540,000 580,000 600,000 접종실적 확인

영유아 예방접종률(%) 81/470,000 83/490,000 85/510,000 접종실적(%)/대상자수(0~6세)

성병 검진인원(명) 80,000 80,000 80,000 검진실적 확인

새로운 결핵환자 발굴 실적 및 치료율 87/2,400 90/2,100 91/1,700 新환자 검진 및 치료실적 확인

에이즈 검진 인원(명) 50,000 50,000 50,000 검사실적 확인

외국인 근로자 검진(건) 3,200 3,300 3,400 검진실적 확인

2201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587,235 583,340 3,895

(X 362,178) (X 358,283) (X3,895)

2,000(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2,000,000원 = 2,000  ㅇ역학조사관 직무교육 (X2,000)

1,895(11-2212-210-202-01) 국내여비

1,895,000원 = 1,895  ㅇ역학조사관 직무교육여비 (X1,895)

시민건강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생활 기반
조성

성과목표 : 9,018,947 8,805,222 213,725

(X7,302,169) (X7,088,444) (X213,72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건강도시 자치구 지원확대(예산 및 기술지원) 7자치구 12자치구 25자치구 건강도시 사업추진 자치구 확인

건강엑스포 참관 시민만족도(%) 75 76 77 만족도 결과 확인

‘건강한 학교만들기’ 시행학교 지원 실적(개소) 1(1) 1(2) 1(3)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 학교수 확인

‘건강한 직장 만들기’시행 사업장 지원실적(개소) 1(1) 1(2) 1(3)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 사업장수

모금금연업소 서울시 인증시설(개소) 5(15) 5(20) 5(25) 시민금연평가단 평가보고서 확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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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치구 지원사업 5,914,894 5,701,169 213,725

(X 5,914,894) (X 5,701,169) (X213,725)

213,725(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600,000원 = 2,600  ㅇ정신보건인력양성 (X2,600)

211,125,000원 = 211,125  ㅇ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X211,125)

체계적·효율적 시험·검사수행으로 시민보
건환경수준 향상

전략목표 : 7,793,511 7,791,511 2,000

(X226,050) (X224,050) (X2,000)

전염병과 식중독등 예방감시 강화로 집단 
질병 사전 차단

성과목표 : 785,100 783,100 2,000

(X226,050) (X224,050) (X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전염병세균 검사 건수 26,600건 27,200건 27,900건 검사실적

전염병 표본감시 검사 건수 4,300건 4,400건 4,900건 검사실적

생물테러 대비 검사 건수 450건 500건 500건 검사실적

6209 생화학 테러 대비사업 32,000 30,000 2,000

(X 17,000) (X 15,000) (X2,000)

2,000(11-2213-210-206-01) 재료비

2,000,000원 = 2,000  ㅇ생화확 테러검사 재료비 (X2,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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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 549,063,983 549,059,471 4,512

(X21,612,248) (X21,607,736) (X4,512)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전략목표 : 202,081,441 202,076,929 4,512

(X3,746,315) (X3,741,803) (X4,512)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6,678,124 6,673,612 4,512

(X3,696,315) (X3,691,803) (X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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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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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서비스동 등 신축 공정
률(%)

- 10 50 건설공정률 확인

0301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315,272 310,760 4,512

(X 178,918) (X 174,406) (X4,512)

4,512(11-311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4,512,000원 = 4,512  ㅇ도축검사원 임금 (X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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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도시계획국 838,855,555 838,828,555 27,000

(X27,000) (X0) (X27,000)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
스 공급

전략목표 : 404,736 377,736 27,000

(X27,000) (X0) (X27,000)

도시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성과목표 : 310,916 283,916 27,000

(X27,000) (X0) (X27,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측량 기준점 정비 및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율(%) 50(50) 20(70) 추진실적 확인

본번의 부지번 변경 사업 추진건수(필지) 700(1,700) 300(2,000) 추진실적 확인

0509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 27,000 0 27,000

(X 27,000) (X 0) (X27,000)

27,000(11-242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27,000  ㅇ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24개구*1,000,000원 = 24,000    ·24개 구청 (X24,000)

1개구*3,000,000원 = 3,000    ·1개구청 (X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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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