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1,362,215,649 2,172,79711,364,388,446

500 보조금 714,886,243 2,172,797717,059,040

510 국고보조금등 714,886,243 2,172,797717,059,040

511 국고보조금등 714,886,243 2,172,797717,059,040

01 국고보조금 615,694,300 1,433,484617,127,784

  ㅇ농수산유통과 68,417

    ·가축방역사업 68,417

      -재료비 56,571,000원 56,571

      -인건비 11,846,000원 11,846

 ㅇ문화과 615,000

    ·지역정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10개구) 500,000

      -인건비 250,000,000원 250,000

      -운영비 250,000,000원 250,000

    · 전통사찰 보수 정비지원 115,000,000원 115,000

 ㅇ청소년담당관 300,000

    ·희망스타트 운영지원사업 300,000

      -희망스타트 시범지역 운영 1개소 300,000,000원 30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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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보건정책과 54,490

    ·불임부부지원 38,250,000원 38,250

    .전염병 전문가 교육 11,640,000원 11,640

    ·학교보건교사 교육 4,600,000원 4,600

 ㅇ사회과 395,577

    ·시립은평의 마을 기능보강 사업 395,577

      -전기변전실 신축 387,577,000원 387,577

      -승합차 구입 8,000,000원 8,000

03 기금 71,151,737 739,31371,891,050

  ㅇ보건정책과 739,313

    ·서울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520,000,000원 520,000

    ·방문보건인력 충원 및 교육지원 43,966,000원 43,966

    ·치매 조기검진사업 67,877,000원 67,877

    ·손상퇴원환자 표본심층 조사사업 82,970,000원 82,970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24,500,000원 24,5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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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9 한강수질개선 10,500,000 10,00010,510,000

100 한강수질개선사업 10,500,000 10,00010,510,000

130 보조금 9,210,694 10,0009,220,694

131 국고보조금 9,210,694 10,0009,220,694

01 국고보조금 0 10,00010,000

  ㅇ수질과 10,000

    ·여비 10,000,000원*1식 1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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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949,500,000 26,000,000975,500,000

100 도시철도건설사업 676,000,000 26,000,000702,000,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218,898,000 26,000,000244,898,000

131 국고보조금 218,898,000 26,000,000244,898,000

01 국고보조금 218,898,000 26,000,000244,898,000

  ㅇ지하철 건설본부 26,000,000

    ·지하철 9호선 1단계 시설비 25,000,000,000원 25,000,000

    ·지하철 9호선 2단계 시설비 1,000,000,000원 1,00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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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442,950,741 442,650,741 300,000

(X96,234,905) (X95,934,905) (X300,000)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
력 강화

전략목표 : 73,541,426 73,241,426 300,000

(X9,025,110) (X8,725,110) (X300,000)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성과목표 : 62,507,084 62,207,084 300,000

(X4,354,758) (X4,054,758) (X3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이용실적 97개소 120개소 140개소 확충 및 이용실적 확인

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 20개소/100명 30개소/150명 40개소/200명 확충 및 평균이용실적 확인

급식지원아동 민간결연 추진율 90% 95% 100% 결연아동수/급식지원대상 결식아동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원 4,800명 5,200명 5,300명 예방교육 실적 확인

어린이 안전교육 참여실적 80,920명 92,700명 95,560명 교육 참여인원/서울시 2,3학년 어린이수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개소수 - 140개소 280개소 설치 실적 확인

0308 지역사회공부방지원 5,440,000 5,140,000 300,000

(X 1,190,400) (X 890,400) (X300,000)

300,000(11-2324-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300,000  ㅇ희망스타트 운영지원

300,000,000원 = 300,000    ·희망스타트 시범지역 운영 1개소 (X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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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2,125,245,514 2,124,056,134 1,189,380

(X662,414,922) (X661,225,542) (X1,189,38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241,172,319 1,240,776,742 395,577

(X520,872,615) (X520,477,038) (X395,577)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175,988,803 1,175,593,226 395,577

(X491,627,010) (X491,231,433) (X395,57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선정수 800명 920명 940명 자치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한 실사

저소득틈새계층지원 확충실적 5,600명 5,800명 6,000명 지원실적

0106 시립 은평의마을 기능보강사업지원 915,577 520,000 395,577

(X 655,577) (X 260,000) (X395,577)

395,577(11-2311-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 395,577  ㅇ시립은평의 마을 기능보강 사업

387,577,000원 = 387,577    ·전기변전실 신축 (X387,577)

8,000,000원 = 8,000    ·승합차 구입 (X8,00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218,965,253 218,171,450 793,803

(X51,886,434) (X51,092,631) (X793,803)

시립병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
비스 체계 강화

성과목표 : 121,313,000 120,793,000 520,000

(X520,000) (X0) (X52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신축공정률(%) 실시설계 22(22) 신축 공정률 확인

아동병원 재건축 공정률(%) 50(55) 45(100) - 공정률 확인

보라매병원 새병원 신축 공정률(%) 21(33) 59(92) 8(100) 신축 공정률 확인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공정률(%) 착공(1) 14(15) 신축 공정률 확인

시립병원(12개) 이용인원(명) 2,079,000 2,104,000 2,111,000 이용인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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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1301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8,720,000 8,200,000 520,000

(X 520,000) (X 0) (X520,000)

520,000(11-2212-210-402-01) 민간자본보조

520,000,000원 = 520,000  ㅇ시설장비 보강 (X520,000)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
요에 능동적 대처

성과목표 : 19,932,692 19,782,599 150,093

(X8,872,888) (X8,722,795) (X150,09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인원(명) 91,725 93,000 94,000 검사실적 확인

지원 불임부부 출산율(%) 20 21 24 출산 성공 부부/지원 불임 부부

방문간호 등록관리 환자수(명) 23,000 24,000 25,000 등록 환자수 확인

치매노인 검진인원(명) 8,000 9,000 10,000 검진실적 확인

1418 방문간호 사업 2,344,651 2,300,685 43,966

(X 1,575,765) (X 1,531,799) (X43,966)

43,966(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3,966,000원 = 43,966  ㅇ방문보건인력 충원 및 교육지원 (X43,966)

1433 노인건강관리 4,672,064 4,604,187 67,877

(X 106,002) (X 38,125) (X67,877)

67,877(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7,877,000원 = 67,877  ㅇ노인건강관리 (X67,877)

1435 출산장려 지원사업 8,114,517 8,076,267 38,250

(X 4,389,786) (X 4,351,536) (X38,250)

38,250(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8,250,000원 = 38,250  ㅇ불임부부지원 (X38,250)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24,849,901 24,750,691 99,210

(X16,193,572) (X16,094,362) (X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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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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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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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445 587,235 99,210

(X 461,388) (X 362,178) (X99,210)

16,240(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11,640,000원 = 11,640  ㅇ전염병 전문가 교육 (X11,640)

4,600,000원 = 4,600  ㅇ학교보건교사 교육 (X4,600)

82,970(11-2212-210-307-02) 민간경상보조

82,970,000원 = 82,970  ㅇ손산퇴원환자 표본심층 조사사업 (X82,970)

시민건강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생활 기반
조성

성과목표 : 9,043,447 9,018,947 24,500

(X7,326,669) (X7,302,169) (X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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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 구강보건 사업 2,068,663 2,044,163 24,500

(X 1,206,775) (X 1,182,275) (X24,500)

24,500(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4,500,000원 = 24,500  ㅇ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X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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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국



산업국 549,132,400 549,063,983 68,417

(X21,680,665) (X21,612,248) (X68,417)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전략목표 : 202,149,858 202,081,441 68,417

(X3,814,732) (X3,746,315) (X68,417)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6,746,541 6,678,124 68,417

(X3,764,732) (X3,696,315) (X6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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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가축방역사업 312,965 244,548 68,417

(X 143,529) (X 75,112) (X68,417)

11,846(11-311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11,846,000원 = 11,846  ㅇ방역보조원 임금 (X11,846)

56,571(11-3111-210-206-01) 재료비

56,571,000원 = 56,571  ㅇ광견병 미끼약 등 재료비 (X5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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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문화국 364,310,635 363,695,635 615,000

(X32,249,720) (X31,634,720) (X615,000)

일상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전략목표 : 197,162,594 196,547,594 615,000

(X12,746,000) (X12,131,000) (X615,000)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성과목표 : 14,591,182 14,091,182 500,000

(X940,000) (X440,000) (X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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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2 지역정보도서관 운영 지원 4,500,000 4,000,000 500,000

(X 500,000) (X 0) (X500,000)

500,000(11-2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500,000  ㅇ지역정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180,000,000원 = 180,000    ·45,000,000원*4개구 (X180,000)

100,000,000원 = 100,000    ·50,000,000원*2개구 (X100,000)

220,000,000원 = 220,000    ·55,000,000원*4개구 (X220,000)

다양한 문화예술기반 확충성과목표 : 163,020,412 162,905,412 115,000

(X5,591,000) (X5,476,000) (X11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공공도서관 건립(개소) 18(96) 10(106) 9(115) 도서관 건립실적 확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구로 착공 구로준공,강동착공 강동 준공 문화예술회관 건립실적 확인

서울연극종합센터 건립공정율 20% 80% 100% 공정율 확인

3개재단 운영 시민만족도 65% 67% 7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시립교향악단 공연개최(건수) 100 110 115 개최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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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0418 전통사찰보수 정비지원 452,500 337,500 115,000

(X 340,000) (X 225,000) (X115,000)

115,000(11-211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115,000  ㅇ전통사잘보수

15,000,000원 = 15,000    ·성북구 (X15,000)

15,000,000원 = 15,000    ·동작구 (X15,000)

15,000,000원 = 15,000    ·종로구 (X15,000)

70,000,000원 = 70,000    ·금천구 (X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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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국



환경국 102,364,170 102,354,170 10,000

(X3,590,500) (X3,580,500) (X10,000)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전략목표 : 15,758,855 15,748,855 10,000

(X38,500) (X28,500) (X10,000)

한강수질개선성과목표 : 14,680,105 14,670,105 10,000

(X10,000) (X0) (X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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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100 20,100 10,000

(X 10,000) (X 0) (X10,000)

10,000(29-1211-210-202-03) 국외여비

10,000,000원 = 10,000  ㅇ유역관리 단기 해외연수 국외여비 (X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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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지하철건설본부 702,000,000 676,000,000 26,000,000

(X244,898,000) (X218,898,000) (X26,000,000)

효율적인 공정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지
하철 건설

전략목표 : 599,474,250 573,474,250 26,000,000

(X244,898,000) (X218,898,000) (X26,000,000)

철저한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지하철 건설성과목표 : 599,357,000 573,357,000 26,000,000

(X244,898,000) (X218,898,000) (X26,0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9호선 건설 1단계 추진공정율 22.3%(74%) 19.9%(94%) 5.7%(100%) 공사추진 공정율 확인

3호선 연장건설 추진공정율 13%(31%) 22%(53%) 25%(78%) 공사추진 공정율 확인

7호선 연장건설 추진공정율 8%(14%) 9%(23%) 29%(52%) 공사추진 공정율 확인

9호선 건설 2단계 추진공정율 기본설계보완 설계완료,공사착수 5%(5%) 설계 및 공사추진 공정율 확인

0103 지하철9호선 1단계건설 497,610,000 472,610,000 25,000,000

(X 206,800,000) (X 181,800,000) (X25,000,000)

25,000,000(21-1213-210-401-01) 시설비

25,000,000,000원 = 25,000,000  ㅇ시설비 (X25,000,000)

0122 지하철9호선 2단계건설 11,000,000 10,000,000 1,000,000

(X 1,000,000) (X 0) (X1,000,000)

1,000,000(21-1213-210-401-01) 시설비

1,000,000,000원 = 1,000,000ㅇ시설비 (X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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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철건설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