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2,837,993,801 1,956,54112,839,950,342

500 보조금 745,479,395 1,956,541747,435,936

510 국고보조금등 745,479,395 1,956,541747,435,936

511 국고보조금등 745,479,395 1,956,541747,435,936

01 국고보조금 644,695,034 239,006644,934,040

  ㅇ보건정책과 8,280

    ·전염병관리실무자 심화과정 8,280,000원 8,280

 ㅇ사회과 88,749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운영비 88,749,000원 88,749

 ㅇ노인복지과 5,000

    ·전국노인건강대축제참가 및 서울시대회 개최 5,000,000원 5,000

 ㅇ여성정책담당관 14,509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13,052,000원 13,052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확대 1,457,000원 1,457

 ㅇ가족보육담당관 32,188

    ·육아도우미 시범사업 32,188,000원 32,188

 ㅇ농업기술센터 28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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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전문인력 육성 280,000원 280

 ㅇ생활경제과 90,000

    ·국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90,000,000원 90,000

03 기금 65,963,655 1,717,53567,681,190

  ㅇ관광마케팅담당관 270,000

    ·서울관광 마케팅 추진 270,000,000원 270,000

 ㅇ건강증진과 111,736

    ·방문간호사업 29,160,000원 29,160

    ·모자보건사업 57,576,000원 57,576

    ·건강생활실천사업 25,000,000원 25,000

 ㅇ여성정책담당관 1,106,096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817,615,000원 817,615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확대 288,481,000원 288,481

 ㅇ가족보육담당관 98,180

    ·건강한 가족문화가꾸기 98,180,000원 98,180

 ㅇ생활경제과 11,523

    ·복권법령 위반행위 지도점검 11,523,000원 11,523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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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문화재과 120,000

    ·경국사목각탱 석축정비 120,000,000원 12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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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452,277,609 451,026,636 1,250,973

(X99,239,945) (X97,988,972) (X1,250,973)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
력 강화

전략목표 : 77,748,074 76,627,469 1,120,605
(X11,444,530) (X10,323,925) (X1,120,605)

사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 향상성과목표 : 13,916,944 12,796,339 1,120,605
(X7,011,954) (X5,891,349) (X1,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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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6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400,118 387,066 13,052
(X 81,585) (X 68,533) (X13,052)

13,052(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13,052,000원 = 13,052  ㅇ성매매보호시설 (X13,052)

0407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1,919,620 1,629,682 289,938
(X 1,354,500) (X 1,064,562) (X289,938)

289,938(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1,457,000원 = 1,457  ㅇ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X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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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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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89,000원 = 95,589  ㅇ가정 성폭력피해자 프로그램 (X95,589)

14,820,000원 = 14,820  ㅇ가정·성폭력피해자 직원훈련사업 (X14,820)

0411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6,095,171 5,277,556 817,615

(X 4,052,972) (X 3,235,357) (X817,615)

817,615(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595,397,000원 = 595,397  ㅇ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X595,397)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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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0,000원 = 30,150  ㅇ성매매 피해여성 의료지원 (X30,150)

76,230,000원 = 76,230  ㅇ성매매 피해여성 법류지원 (X76,230)

48,588,000원 = 48,588  ㅇ성매매 피해여성 직원훈련 지원 (X48,588)

67,250,000원 =

67,250  ㅇ성매매 피해여성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쉼터 13개소) (X67,250)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
적 수준 제고

전략목표 : 303,684,585 303,554,217 130,368
(X81,809,806) (X81,679,438) (X130,368)

맞춤형 보육 확대로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성과목표 : 5,003,448 4,971,260 32,188
(X93,616) (X61,428) (X32,18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확충 120개소 145개소 170개소 보육시설 설치실적 확인

시간연장보육시설 지정 확대 383개소 418개소 453개소 보육시설 신규 지정실적 확인

휴일 보육시설 지정 확대 9개소 22개소 36개소 보육시설 신규 지정실적 확인

0231 육아도우미 시범사업 236,948 204,760 32,188
(X 93,616) (X 61,428) (X32,188)

32,188(11-2323-210-307-02) 민간경상보조

32,188,000원 = 32,188  ㅇ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X32,188)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성과목표 : 20,018,408 19,920,228 98,180

(X6,465,821) (X6,367,641) (X9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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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3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2,465,670 2,367,490 98,180
(X 862,666) (X 764,486) (X98,180)

98,180(11-232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98,180,000원 = 98,180  ㅇ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X98,18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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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2,332,584,483 2,332,370,718 213,765
(X727,036,051) (X726,822,286) (X213,76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443,863,672 1,443,774,923 88,749
(X591,252,181) (X591,163,432) (X88,749)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377,650,156 1,377,561,407 88,749
(X562,006,576) (X561,917,827) (X88,74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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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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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7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15,597,823 15,509,074 88,749
(X 10,381,615) (X 10,292,866) (X88,749)

88,749(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88,749,000원 = 88,749  ㅇ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운영비 (X88,749)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244,998,094 244,993,094 5,000
(X44,876,801) (X44,871,801) (X5,000)

노인취업 활성화 및 여가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노인사회활동 지원

성과목표 : 148,333,444 148,328,444 5,000
(X21,480,151) (X21,475,151) (X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15,000명 18,000명 21,000명 일자리 제공인원 확인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수(명) 28,000명 29,000명 30,000명 이용실적 확인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확대(개소) 3,573개소 3,762개소 3,835개소 경로당활성화,노인교실 등 운영실적 확인

0831 전국노인건강대축제참가 및 서울시대회 개최 130,300 125,300 5,000

(X 5,000) (X 0) (X5,000)

5,000(11-2315-210-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원 = 5,000  ㅇ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X5,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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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208,971,875 208,851,859 120,016
(X44,056,431) (X43,936,415) (X120,016)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
요에 능동적 대처

성과목표 : 20,189,053 20,102,317 86,736
(X8,959,624) (X8,872,888) (X8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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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8,811 2,469,651 29,160
(X 1,604,925) (X 1,575,765) (X29,160)

29,160(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9,160,000원 =

29,160  ㅇ인력충원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 퇴직금 및 4대보험금 (X29,160)

2104 모자보건 사업 4,859,036 4,801,460 57,576
(X 2,858,911) (X 2,801,335) (X57,576)

57,576(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7,576,000원 = 57,576  ㅇ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X57,576)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12,858,181 12,849,901 8,280
(X8,201,852) (X8,193,572) (X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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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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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694,725 686,445 8,280
(X 469,668) (X 461,388) (X8,280)

8,280(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8,280,000원 = 8,280  ㅇ전염병관리실무자 심화과정 (X8,280)

시민건강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생활 기반
조성

성과목표 : 9,118,428 9,093,428 25,000
(X7,401,650) (X7,376,650) (X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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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 건강생활실천사업 465,000 440,000 25,000
(X 230,000) (X 205,000) (X25,000)

4,000(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4,000,000원 = 4,000  ㅇ건강증진사업 홍보 (X4,000)

1,000(11-2212-210-202-01) 국내여비

1,000,000원 = 1,000  ㅇ건강증진사업 현장점검 여비 (X1,000)

20,000(11-2212-210-307-05) 민간위탁금

20,000,000원 = 20,000  ㅇ금연사업 (X2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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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 591,468,003 591,366,200 101,803
(X21,970,268) (X21,868,465) (X101,803)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전략목표 : 159,208,418 159,118,418 90,000
(X16,065,933) (X15,975,933) (X90,000)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성과목표 : 20,166,312 20,076,312 90,000
(X12,739,206) (X12,649,206) (X9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시행 재래시장 수(개소) 4 7 4 환경개선사업 시행 재래시장 수 확인

이벤트 지원 등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횟수(회) 7 7 7 이벤트 지원 등 사업지원 건수 확인

환경개선 재래시장 이용자 만족도(%) - 70 72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0325 국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7,225,112 17,135,112 90,000
(X 12,739,206) (X 12,649,206) (X90,000)

90,000(11-3213-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0,000원 = 90,000  ㅇ삼구시장(영등포) (X90,000)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전략목표 : 202,162,961 202,151,158 11,803
(X3,827,835) (X3,816,032) (X11,803)

시민생활·경제 보호 기능 강화성과목표 : 954,567 943,044 11,523
(X11,523) (X0) (X11,52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소비자 정보제공 건수(건) 142,000 142,000 143,000 소비자 정보제공 처리대장 확인

가격안정 모범업소 수(개소) 2,300 2,500 2,550 소비자종합정보망에 등록된 모범업소 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건수(건) 5,000 5,500 6,000 피해상담 및 구제실적 확인

다단계판매 상담 및 피해구제 민원처리 건수(건) 50 50 50 상담 및 피해구제 민원처리 실적 확인

불법공산품에 의한 피해예방 지도건수(건) 300 310 350 지도단속 적발건수

0328 복권법령 위반행위 지도점검 11,523 0 11,523
(X 11,523) (X 0) (X11,523)

11,523(11-321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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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국



11,523,000원 = 11,523  ㅇ복권법령 위반행위 지도점검 (X11,523)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6,748,121 6,747,841 280
(X3,766,312) (X3,766,032) (X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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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 농업전문인력 육성 424,420 424,140 280
(X 3,780) (X 3,500) (X280)

280(11-3112-210-301-10) 행사실비보상금

280,000원 = 280  ㅇ후계농업인 교육비 (X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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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국



문화국 379,584,844 379,464,844 120,000
(X38,040,092) (X37,920,092) (X120,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3,006,475 42,886,475 120,000
(X22,296,270) (X22,176,270) (X120,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7,939,209 37,819,209 120,000
(X22,218,270) (X22,098,270) (X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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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0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901,000 781,000 120,000

(X 601,000) (X 481,000) (X120,000)

120,0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000원 = 120,000  ㅇ경국사목각탱 석축정비 (X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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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화국



경쟁력강화추진본부 20,507,732 20,237,732 270,000
(X3,395,600) (X3,125,600) (X270,000)

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서울의 국제
경쟁력 제고

전략목표 : 15,330,493 15,060,493 270,000
(X395,600) (X125,600) (X270,000)

관광객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 강화성과목표 : 6,916,504 6,646,504 270,000
(X395,600) (X125,600) (X27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산업관광자원 관광상품화 실적 2개 3개 업관광자원 관광상품화 여부 확인

김포공항 셔틀노선 운행지 수 하네다 하네다 하네다,북경 김포공항 셔틀노선 확대 운영지 확인

중국풍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베이징로 지정 상징물 등 설치 베이징로 지정여부 확인

관광마케팅 전문기구 설립 기본계획 수립 임시기구 운영 전문기구 운영 임시,전담기구 설치,운영 여부 확인

한류 이벤트공연 관광상품화 건수 공연기획 연2회 한류 이벤트공연 상품화 여부 확인

관광 홍보부스 방문자 수 3천명(제주) 20천명(베이징) 방문자 수 확인

외국 관광인원 6,150천명 6,750천명 7,600천명 외국인 관광객 수 확인

0103 서울관광 마케팅 추진 4,870,000 4,600,000 270,000
(X 270,000) (X 0) (X270,000)

50,000(11-2161-210-201-01) 일반운영비

50,000,000원 = 50,000  ㅇ서울대표축제마케팅 (X50,000)

220,000(11-2161-210-307-05) 민간위탁금

40,000,000원 = 40,000  ㅇ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X40,000)

30,000,000원 = 30,000  ㅇ언론인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X30,000)

50,000,000원 = 50,000  ㅇ의료관광 상품개발 (X50,000)

100,000,000원 = 100,000  ㅇ한일 축제 한마당 지원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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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경쟁력강화추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