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2,839,979,994 11,738,82912,851,718,823

500 보조금 747,465,588 11,738,829759,204,417

510 국고보조금등 747,465,588 11,738,829759,204,417

511 국고보조금등 747,465,588 11,738,829759,204,417

01 국고보조금 644,963,692 11,587,528656,551,220

  ㅇ문화정책과 100,000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 지원 100,000,000원 100,000

 ㅇ공원과 45,840

    ·근교산 등산로 정비 45,840,000원 45,840

 ㅇ조경과 30,000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30,000,000원 30,000

 ㅇ자연생태과 1,000

    ·산불방지대책사업 1,000,000원 1,000

 ㅇ사회과 11,189,60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1,189,609,000원 11,189,609

 ㅇ농수산유통과 10,500

    ·양곡관리사업 10,500,000원 10,5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9/18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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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여성정책담당관 10,579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10,579,000원 10,579

 ㅇ생활경제과 200,000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00,000,000원 200,000

03 기금 67,681,190 151,30167,832,491

  ㅇ가족보육담당관 96,000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96,000,000원 96,000

 ㅇ건강증진과 55,301

    ·만성질환관리 50,000,000원 50,000

    .모자보건사업 5,301,000원 5,301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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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452,384,188 452,277,609 106,579

(X99,346,524) (X99,239,945) (X106,579)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
력 강화

전략목표 : 77,758,653 77,748,074 10,579
(X11,455,109) (X11,444,530) (X10,579)

사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 향상성과목표 : 13,927,523 13,916,944 10,579
(X7,022,533) (X7,011,954) (X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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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697 400,118 10,579
(X 92,164) (X 81,585) (X10,579)

10,579(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10,579,000원 = 10,579  ㅇ성매매보호시설 (X10,579)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
적 수준 제고

전략목표 : 303,780,585 303,684,585 96,000
(X81,905,806) (X81,809,806) (X96,000)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성과목표 : 20,114,408 20,018,408 96,000
(X6,561,821) (X6,465,821) (X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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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1,670 2,465,670 96,000
(X 958,666) (X 862,666) (X96,000)

96,000(11-232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96,000  ㅇ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 지원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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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96,000,000원 = 96,000    ·교육비 등 (X96,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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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2,343,829,393 2,332,584,483 11,244,910
(X738,280,961) (X727,036,051) (X11,244,91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455,053,281 1,443,863,672 11,189,609
(X602,441,790) (X591,252,181) (X11,189,609)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388,839,765 1,377,650,156 11,189,609
(X573,196,185) (X562,006,576) (X11,189,60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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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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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388,712,994 377,523,385 11,189,609
(X 255,663,310) (X 244,473,701) (X11,189,609)

11,189,609(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11,189,609  ㅇ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1,189,609,000원*1식 = 11,189,609    ·생계급여 (X11,189,609)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209,027,176 208,971,875 55,301
(X44,111,732) (X44,056,431) (X55,30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
요에 능동적 대처

성과목표 : 20,194,354 20,189,053 5,301
(X8,964,925) (X8,959,624) (X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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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 모자보건 사업 4,864,337 4,859,036 5,301
(X 2,864,212) (X 2,858,911) (X5,301)

5,301(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301,000원 = 5,301  ㅇ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X5,301)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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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성과목표 : 43,996,213 43,946,213 50,000
(X19,023,305) (X18,973,305) (X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저소득시민 암검진율(%) 35 40 45 검진자수/저소득 검진 대상자수

정신보건시설 설치확대(개소) 60 81 101 설치운영 시설수 확인

정신질환자 재입원율(%) 10.0 9.5 9.0 재입원 감소실적확인(정신보건센터등록 조사)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 의료행위 점검실적(개소/위
반률)

8,000/5.0 8,200/4.5 8,400/4.0 점검실적 확인

의약품 등 판매·조제 점검에 따른 위반률(%) 3.1 3.0 2.9 점검실적 확인(감시단 운영 실적)

1704 만성질환관리 536,424 486,424 50,000

(X 372,112) (X 322,112) (X50,000)

50,000(11-2212-210-307-05) 민간위탁금

50,000,000원 = 50,000  ㅇ보건소 만성질환 지원 (X5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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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 591,678,503 591,468,003 210,500
(X22,180,768) (X21,970,268) (X210,500)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전략목표 : 159,408,418 159,208,418 200,000
(X16,265,933) (X16,065,933) (X200,000)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성과목표 : 20,366,312 20,166,312 200,000
(X12,939,206) (X12,739,206) (X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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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25,112 17,225,112 200,000
(X 12,939,206) (X 12,739,206) (X200,000)

200,000(11-3213-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200,000  ㅇ재래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200,000,000원 = 200,000    ·자유상가(중구) (X200,000)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전략목표 : 202,173,461 202,162,961 10,500
(X3,838,335) (X3,827,835) (X10,500)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6,758,621 6,748,121 10,500
(X3,776,812) (X3,766,312) (X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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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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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서비스동 등 신축 공정
률(%)

- 10 50 건설공정률 확인

0305 양곡관리사업 23,134 12,634 10,500
(X 23,134) (X 12,634) (X10,500)

3,500(11-3111-210-201-01) 일반운영비

3,500,000원 = 3,500  ㅇ정부양곡관리 특근매식비 (X3,500)

1,000(11-3111-210-202-01) 국내여비

1,000,000원 = 1,000  ㅇ정부양곡관리 여비 (X1,000)

1,000(11-3111-210-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원 = 1,000  ㅇ정부양곡관리 시책업무추진비 (X1,000)

5,000(11-3111-210-207-02) 전산개발비

5,000,000원 = 5,000  ㅇ정부양곡공급 전산개발비 (X5,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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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 379,689,844 379,589,844 100,000
(X38,145,092) (X38,045,092) (X100,000)

일상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전략목표 : 201,341,234 201,241,234 100,000
(X13,357,000) (X13,257,000) (X100,000)

서울 문화브랜드 가치 창출성과목표 : 19,799,000 19,699,000 100,000
(X6,415,000) (X6,3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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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영화 서울로케이션 유치 편수(편) 1편 2편 유치실적 확인

0365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 200,000 100,000 100,000
(X 200,000) (X 100,000) (X100,000)

100,000(11-2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100,000  ㅇ우리가락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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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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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495,215,829 495,138,989 76,840
(X9,774,949) (X9,698,109) (X76,840)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 구축전략목표 : 24,697,286 24,696,286 1,000
(X8,040,109) (X8,039,109) (X1,000)

생태계 보전성과목표 : 11,319,286 11,318,286 1,000
(X6,313,109) (X6,312,109) (X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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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1 산불방지대책사업 1,252,948 1,251,948 1,000
(X 985,890) (X 984,890) (X1,000)

1,000(11-2236-210-202-01) 국내여비

= 1,000  ㅇ산지관리 출장여비

1,000,000원 = 1,000    ·여비 (X1,000)

공원녹지 100만평 더 늘리기전략목표 : 338,482,500 338,452,500 30,000
(X1,530,000) (X1,500,000) (X30,000)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성과목표 : 97,061,000 97,031,000 30,000
(X1,530,000) (X1,500,000) (X3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학교공원화 조성수 100개소 60개소 80개소 학교공원화 개소수

건축물 옥상녹화 확보 면적 2,100㎡ 12,000㎡ 12,000㎡ 녹지면적 확인

공지에 나무심기 5,351㎡ 11,000㎡ 11,000㎡ 식재면적 확인

0351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6,080,000 6,050,000 30,000
(X 30,000) (X 0) (X30,000)

30,000(11-2232-210-401-01) 시설비

= 30,000  ㅇ가로수 생육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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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전략목표 : 71,496,346 71,450,506 45,840
(X45,840) (X0) (X45,840)

공원관리 수준향상성과목표 : 70,477,906 70,432,066 45,840
(X45,840) (X0) (X45,84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공원내 연못 수질개선 5개소 6개소 6개소 수질개선사업 실적 확인

근교산 등산로 정비 22㎞ 22㎞ 54㎞ 정비실적 확인

0248 근교산 등산로 정비 4,095,840 4,050,000 45,840

(X 45,840) (X 0) (X45,840)

45,840(11-2231-210-401-01) 시설비

= 45,840  ㅇ등산로 정비

45,840,000원 = 45,840    ·조성공사비 (X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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