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2,837,134,509 859,29212,837,993,801

500 보조금 744,620,103 859,292745,479,395

510 국고보조금등 744,620,103 859,292745,479,395

511 국고보조금등 744,620,103 859,292745,479,395

01 국고보조금 644,109,534 585,500644,695,034

  ㅇ위생과 150,000

    ·취약지역 간이화장실 개선(동대문구 제기동 한방특구 내)
150,000,000원 * 1식

150,000

 ㅇ창의혁신담당관 50,000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브랜드사업(주민서비스「입체체험관」프로젝트)
50,000,000원 * 1개구

50,000

 ㅇ여성정책담당관 20,500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 20,500,000원 20,500

 ㅇ문화정책과 190,000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 전통예술공연 출연료100,000,000원 100,000

    ·지역정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4개 도서관) 90,000,000원 90,000

 ㅇ문화재과 150,000

    ·풍납토성 긴급발굴조사 150,000,000원 15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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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맑은서울사업담당관 15,000

    ·저공해자동차 보급 15,000,000원 15,000

 ㅇ문화정책과 10,000

    · 지역문화예술 교육 모델 발굴 지원 10,000,000원 10,000

03 기금 65,689,863 273,79265,963,655

  ㅇ체육과 273,792

    ·2007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보조금(기금) 지원 71,792,000원 71,792

    .2007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보조금(기금) 지원(총 14개 자치구)
202,000,000원

202,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7/12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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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실 41,436,708 41,386,708 50,000

(X50,000) (X0) (X50,000)

창의시정 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전략목표 : 171,810 121,810 50,000
(X50,000) (X0) (X50,000)

창의와 열정을 통한 시정혁신 추진성과목표 : 171,810 121,810 50,000
(X50,000) (X0) (X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창의 아이디어 발굴건수 20,552 1,000 1,000 상상뱅크,상상용광로,상상유레카를 통한 창의 아이
디어 발굴건수 확인

창의실행 보고회 및 심사평가 보고회 개최 - 12 12 개최실적확인

시니어 · 주니어보드 총회, 연구과제 발표 - 6 6 발표실적 확인

워크아웃 미팅 개최 12 12 개최실적 확인

0411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혁신 97,800 47,800 50,000
(X 50,000) (X 0) (X50,000)

50,000(11-1217-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50,000  ㅇ2007년도 지방행정혁신브랜드사업

50,000,000원 * 1개구 = 50,000    ·주민서비스「입체체험관」프로젝트(중랑구) (X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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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기획실



여성가족정책관 451,026,636 451,006,136 20,500
(X97,988,972) (X97,968,472) (X20,500)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전략목표 : 14,783,588 14,763,088 20,500
(X29,857) (X9,357) (X20,500)

여성 경제력 강화성과목표 : 7,242,644 7,222,144 20,500
(X29,857) (X9,357) (X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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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3 지역 여성인적자원활성화 지원 20,500 0 20,500
(X 20,500) (X 0) (X20,500)

20,500(11-2321-210-307-05) 민간위탁금

20,500,000원 = 20,500  ㅇ지역 여성인적자원활성화 지원 (X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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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2,332,370,718 2,332,220,718 150,000
(X726,822,286) (X726,672,286) (X150,000)

시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전략목표 : 1,363,020 1,213,020 150,000
(X150,000) (X0) (X150,000)

공중보건위생 수준 향상성과목표 : 993,500 843,500 150,000
(X150,000) (X0) (X1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손씻기 시설 설치 확대(개소) 50(200) 50(250) 50(300) 설치 개소수 확인

민간개방화장실 지원실적(개소) 719 720 720 지원실적 확인

1609 취약지역 간이화장실 개선 300,000 150,000 150,000
(X 150,000) (X 0) (X150,000)

150,000(11-221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00원 * 1식 =

150,000  ㅇ취약지역 간이화장실 개선(동대문구 제기동 한방특구 내) (X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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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국



문화국 379,464,844 378,841,052 623,792
(X37,920,092) (X37,296,300) (X623,792)

일상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전략목표 : 201,236,234 201,036,234 200,000
(X13,252,000) (X13,052,000) (X200,000)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성과목표 : 16,858,322 16,758,322 100,000
(X1,040,000) (X940,000)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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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3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지원사업 10,000 0 10,000
(X 10,000) (X 0) (X10,000)

10,000(11-2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00원 = 10,000  ㅇ지역문화예술 교육 모델 발굴 (X10,000)

0422 지역정보도서관 운영 지원 4,590,000 4,500,000 90,000
(X 590,000) (X 500,000) (X90,000)

90,000(11-2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90,000  ㅇ지역정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20,000,000 * 2개 도서관 = 40,000    ·아리랑/금천구립정보도서관 (X40,000)

25,000,000 * 2개 도서관 = 50,000    ·가산/거마정보도서관 (X50,000)

서울 문화브랜드 가치 창출성과목표 : 19,699,000 19,599,000 100,000
(X6,315,000) (X6,215,000) (X1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서울 대표축제 시민만족도 74% 77%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서울시 문화행사 시민만족도(시민문화한마당 등 ) 74% 78%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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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화국



외국영화 서울로케이션 유치 편수(편) 1편 2편 유치실적 확인

0365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 100,000 0 100,000
(X 100,000) (X 0) (X100,000)

100,000(11-2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100,000  ㅇ우리가락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

100,000,000원 = 100,000    ·전통예술공연 출연료 (X100,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2,886,475 42,736,475 150,000
(X22,176,270) (X22,026,270) (X150,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7,819,209 37,669,209 150,000
(X22,098,270) (X21,948,270) (X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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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 풍납토성 복원비 20,150,000 20,000,000 150,000

(X 14,150,000) (X 14,000,000) (X150,000)

150,000(11-21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50,000,000원 = 150,000  ㅇ풍납토성 긴급발굴조사 (X150,000)

시민체육진흥과 경쟁력 있는 국제스포츠 
관광도시 육성

전략목표 : 77,033,461 76,759,669 273,792
(X2,391,822) (X2,118,030) (X273,792)

시민체육공간 지속적 확충 및 운영 효율화성과목표 : 38,513,311 38,239,519 273,792
(X273,792) (X0) (X273,79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 개소수 3개소(34개소) 1개소(35개소) 1개소(36개소) 자치구 체육센터건립 개소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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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화국



학교시설복합화 건립 지원 개소수 18개소(54개소) 1개소(55개소) 20개소(75개소) 학교시설복합화 건립  지원실적 확인

잠실,목동운동장 이용자수(천명),이용자 만족도 조사
(%)

3,280(51%) 3,378(52%) 3,479(52%) 이용자수 확인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잠실종합운동장 재정자립도(%) 75% 80% 80% 재정자립도 확인

목동운동장 재정자립도(%) 50% 51% 52% 재정자립도 확인

0227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운영 71,792 0 71,792
(X 71,792) (X 0) (X71,792)

71,792(11-212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71,792,000원 = 71,792  ㅇ2007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운영(성북구) (X71,792)

2499 생활체육시설 확충 202,000 0 202,000
(X 202,000) (X 0) (X202,000)

202,000(11-212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202,000  ㅇ2007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보조금(기금) 지원

202,000,000원 = 202,000    ·총 14개 자치구 지원액 (X202,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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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서울추진본부 223,764,511 223,749,511 15,000
(X97,352,135) (X97,337,135) (X15,000)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전략목표 : 204,634,953 204,619,953 15,000
(X97,352,135) (X97,337,135) (X15,000)

운행차량 저공해화성과목표 : 204,634,953 204,619,953 15,000
(X97,352,135) (X97,337,135) (X1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대) 35,000 49,671 43,905 저공해화 추진실적 확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대) 150 180 120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실적 확인

CNG차량 보급(대) 1,043 1,107 1,685 CNG 버스·마을버스·청소차 보급실적 확인

CNG충전소 확보(개소) 6 8 5 CNG충전소 확보실적 확인

바이오디젤(BD20) 시범사용 기관(사용량) - 7개기관(702㎘) 7개기관(350㎘) 바이오디젤 보급실적 확인

0201 저공해 자동차 보급 4,318,400 4,303,400 15,000
(X 2,411,700) (X 2,396,700) (X15,000)

13,500(11-225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원 * 27대 = 13,500  ㅇ전기이륜차 보급 (X13,500)

1,500(11-2252-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원 = 1,500  ㅇ전기이륜차 보급 (X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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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맑은서울추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