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1,365,850,962 5,796,79411,371,647,756

500 보조금 718,521,556 5,796,794724,318,350

510 국고보조금등 718,521,556 5,796,794724,318,350

511 국고보조금등 718,521,556 5,796,794724,318,350

01 국고보조금 617,731,568 4,908,313622,639,881

  ㅇ가족보육담당관 292,752

    ·결혼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사업 96,000,000원 96,000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지원사업 196,752,000원 196,752

 ㅇ문화기반시설 조성반 306,000

    ·광진 중곡 작은도서관 건립 306,000,000원 306,000

 ㅇ보건정책과 49,981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 49,981,000원 49,981

 ㅇ문화재과 4,259,580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716,780,000원 1,716,780

    ·문화재특별관리사업 72,800,000원 72,800

    ·서울성곽 복원 1,900,000,000원 1,900,000

    ·북한산성 성곽복원 400,000,000원 40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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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현궁 위탁운영 70,000,000원 70,000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정비 100,000,000원 100,00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8,040,206 74,00028,114,206

  ㅇ자연생태과 74,000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74,000,000원 74,000

03 기금 72,749,782 814,48173,564,263

  ㅇ여성정책담당관 288,481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 운영 160,525,000원 160,525

    ·성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 운영 17,547,000원 17,547

    ·폭력피해자 프로그램 운영 110,409

      -치료 · 회복 프로그램 95,589,000원 95,589

      -직업훈련사업 14,820,000원 14,820

 ㅇ노인복지과 45,000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하계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45,000,000원 45,000

 ㅇ문화재과 481,000

    ·서울 흥인지문 보수 180,000,000원 180,000

    ·경운궁 양이재 보수 301,000,000원 301,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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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444,464,490 443,883,257 581,233

(X97,748,654) (X97,167,421) (X581,233)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
력 강화

전략목표 : 74,762,423 74,473,942 288,481

(X10,246,107) (X9,957,626) (X288,481)

사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 향상성과목표 : 12,255,339 11,966,858 288,481

(X5,891,349) (X5,602,868) (X28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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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9,682 1,341,201 288,481

(X 1,064,562) (X 776,081) (X28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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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
적 수준 제고

전략목표 : 300,060,117 299,767,365 292,752

(X81,662,438) (X81,369,686) (X292,752)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성과목표 : 19,886,228 19,593,476 292,752

(X6,350,641) (X6,057,889) (X292,75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수 11,710가구 15,000가구 17,000가구 지원실적 확인

가정의전화 상담건수 12,000건 14,000건 15,000건 상담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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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0603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2,367,490 2,074,738 292,752

(X 764,486) (X 471,734) (X292,752)

292,752(11-232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96,000,000원 = 96,000  ㅇ결혼이민자가족아동 양육지원사업 (X96,000)

196,752,000원 = 196,752  ㅇ장애아자족아동 양육지원사업비 (X19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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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2,125,380,495 2,125,285,514 94,981

(X662,549,903) (X662,454,922) (X94,981)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241,410,138 241,365,138 45,000

(X44,022,021) (X43,977,021) (X45,000)

보호시설 및 서비스 확충으로 치매노인 지
원강화

성과목표 : 65,658,253 65,613,253 45,000

(X15,577,163) (X15,532,163) (X4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실적(개소) 102 138 171 시설확충 실적 확인

치매노인보호시설 수용률(%) 62 81 88 입소수요 대비 시설정원

치매노인 시설이용료 및 치료비용지원(명) 1,270 1,430 1,540 지원실적 확인

0730 하계노인전문요양원 건립 3,045,000 3,000,000 45,000

(X 3,045,000) (X 3,000,000) (X45,000)

45,000(11-231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5,000,000원 = 45,000  ㅇ하계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X45,00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219,015,234 218,965,253 49,981

(X51,936,415) (X51,886,434) (X49,981)

시민건강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생활 기반
조성

성과목표 : 9,093,428 9,043,447 49,981

(X7,376,650) (X7,326,669) (X4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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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 건강도시 프로젝트 524,871 474,890 49,981

(X 49,981) (X 0) (X4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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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49,981(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49,981  ㅇ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

5,645,000원 = 5,645    ·사업 홍보비 (X5,645)

44,336,000원 = 44,336    ·건강 진단비 (X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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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문화국 369,357,215 364,310,635 5,046,580

(X37,296,300) (X32,249,720) (X5,046,580)

일상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전략목표 : 197,468,594 197,162,594 306,000

(X13,052,000) (X12,746,000) (X306,000)

다양한 문화예술기반 확충성과목표 : 163,326,412 163,020,412 306,000

(X5,897,000) (X5,591,000) (X3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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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2 광진 중곡 작은도서관 건립 1,226,000 920,000 306,000

(X 626,000) (X 320,000) (X306,000)

306,000(11-211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6,000,000원 = 306,000  ㅇ광진중곡작은도서관 건립 (X306,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0,167,754 35,427,174 4,740,580

(X22,026,270) (X17,285,690) (X4,740,58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5,713,880 31,043,300 4,670,580

(X21,948,270) (X17,277,690) (X4,670,58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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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곽 복원(누계) 350m(350) 350m(700) 350m(1050) 복원실적 확인

유형문화재 발굴지정(누계) 10건(291) 10건(301) 10건(311) 유형문화재 지정 건수 확인

사료책자 발간 및 서울 역사,문화 탐방 9권/400명 8권/400명 9권/560명 사료책자 발간,독립운동사 발간/서울역사 문화탐방 
인원 확인

등록문화재 문화공간 조성 2건 1건 1건 근대유산 문화공간 조성건수 확인

남산봉수대 재현행사 관람객수(천명) 145 150 관람인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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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0210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781,000 300,000 481,000

(X 481,000) (X 0) (X481,000)

481,0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0,000,000원 = 180,000  ㅇ서울 흥인지문 보수 (X180,000)

301,000,000원 = 301,000  ㅇ경운궁 양이재 보수 (X301,000)

021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4,404,909 2,688,129 1,716,780

(X 3,574,470) (X 1,857,690) (X1,716,780)

1,716,78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40,000,000원 = 340,000  ㅇ명동성당 보수 (X340,000)

35,000,000원 = 35,000  ㅇ숭례문 · 서울성곽 재선충 방제 (X35,000)

150,000,000원 = 150,000  ㅇ암사동 선사주거지 보수 (X150,000)

500,000,000원 = 500,000  ㅇ구 서울 구치소 보수 (X500,000)

200,000,000원 = 200,000  ㅇ용산 신학교와 원효로 성당 보수 (X200,000)

100,000,000원 = 100,000  ㅇ서울성곽 발굴조사 (X100,000)

70,000,000원 = 70,000  ㅇ구 러시아 공사관 보수 (X70,000)

210,000,000원 = 210,000  ㅇ서울성곽보수 (X210,000)

100,000,000원 = 100,000  ㅇ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보수 (X100,000)

7,700,000원 = 7,700  ㅇ구 서울구치소 방연제 도포 (X7,700)

4,080,000원 = 4,080  ㅇ안국동 윤보선가 보수 (X4,080)

0215 북한산성성곽복원 사업 400,000 0 400,000

(X 400,000) (X 0) (X400,000)

400,000(11-2112-210-401-01) 시설비

400,000,000원 = 400,000  ㅇ북한산성 성곽복원 (X400,000)

0232 서울 성곽 복원 1,900,000 0 1,900,000

(X 1,900,000) (X 0) (X1,900,000)

350,000(11-2112-210-207-01) 용역비

350,000,000원 = 350,000  ㅇ서울성곽 보수 용역비 (X350,000)

1,544,420(11-2112-210-401-01) 시설비

1,544,420,000원 = 1,544,420  ㅇ서울성곽 보수 (X1,544,420)

5,580(11-2112-210-401-03) 시설부대비

5,580,000원 = 5,580  ㅇ서울성곽 보수 시설 부대비 (X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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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국



0271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정비 100,000 0 100,000

(X 100,000) (X 0) (X100,000)

100,000(11-2112-210-207-01) 용역비

100,000,000원 = 100,000  ㅇ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용역비 (X100,000)

0278 문화재특별관리사업 72,800 0 72,800

(X 72,800) (X 0) (X72,800)

72,800(11-21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72,800  ㅇ문화재 특별관리

12,600,000원 = 12,600    ·부암동 백석동천 유적 (X12,600)

25,900,000원 = 25,900    ·서울 숭례문 (X25,900)

34,300,000원 = 34,300    ·서울성곽(광희문 포함) (X34,300)

전통문화프로그램 활성화성과목표 : 4,453,874 4,383,874 70,000

(X78,000) (X8,000) (X7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무형문화재 전승 및 발굴지원 26회 29회 30회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및 단체전시 및 공연횟수
확인

남산골 한옥마을,운현궁 전통문화 프로그램 시민만족
도

80% 80% 81%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전통민속놀이 시민만족도 75% 78%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문화재지킴이 지정인원 및 활동횟수 125명/90회 130명/90회 135명/90회 문화재지킴이 지정인원 및 활동횟수 확인

0202 운현궁 위탁운영 662,174 592,174 70,000

(X 70,000) (X 0) (X70,000)

70,000(11-2112-210-401-01) 시설비

70,000,000원 = 70,000  ㅇ운현궁 보수 (X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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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국



푸른도시국 445,733,006 445,659,006 74,000

(X5,951,758) (X5,877,758) (X74,000)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 구축전략목표 : 18,695,303 18,621,303 74,000

(X4,292,758) (X4,218,758) (X74,000)

생태계 보전성과목표 : 5,317,303 5,243,303 74,000

(X2,565,758) (X2,491,758) (X7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12개소 13개소 14개소 지정 개소수

도시생태림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65,000주 65,000주 65,000주 수목식재 수량 확인

숲가꾸기 674ha 680ha 680ha 숲가꾸기 면적 확인

0242 개발제한구역관리 254,000 180,000 74,000

(X 164,000) (X 90,000) (X74,000)

20,500(11-2236-210-201-01) 일반운영비

20,500,000원 = 20,500  ㅇ신문공고료 등 (X20,500)

36,000(11-2236-210-202-01) 국내여비

36,000,000원 = 36,000  ㅇ단속직원 여비 (X36,000)

12,000(11-2236-210-401-01) 시설비

12,000,000원 = 12,000  ㅇ감시초소 수선비(광진구, 중랑구) (X12,000)

5,500(11-2236-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500,000원 = 5,500  ㅇ카메라 등 관리용품 구입 (X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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