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2,851,718,823 2,040,24012,853,759,063

500 보조금 759,204,417 2,040,240761,244,657

510 국고보조금등 759,204,417 2,040,240761,244,657

511 국고보조금등 759,204,417 2,040,240761,244,657

01 국고보조금 656,551,220 1,595,373658,146,593

  ㅇ노인복지과 1,289,328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수당지급 1,289,328,000원 1,289,328

 ㅇ여성정책담당관 5,389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389,000원 5,389

 ㅇ도시계획과 200,000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원 200,000,000원 200,000

 ㅇ민방위담당관 65,256

    ·2007 후기 충무훈련 보상금 65,256,000원 65,256

 ㅇ생활경제과 35,400

    ·재래시장 연구용역 사업 35,400,000원 35,40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4,820,706 60,00034,880,706

  ㅇ산업지원과 6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10/11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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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 20,000,000원 20,000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40,000,000원 40,000

03 기금 67,832,491 384,86768,217,358

  ㅇ문화재과 30,000

    ·북한산 구기리 마애석가여래좌상 기단 긴급보수 30,000,000원 30,000

 ㅇ보건정책과 54,867

    ·에이즈 환자 진료비 443,225원 * 80명 35,458

    .응급의료체계구축 및 정보센터운영 19,409,000원 19,409

 ㅇ건강증진과 300,000

    ·만성질환관리 300,000,000원 300,000

28 의료급여기금 592,090,101 7,681,868599,771,969

100 의료급여기금 592,090,101 7,681,868599,771,969

130 보조금및교부세 292,638,941 7,681,868300,320,809

131 국고보조금 292,638,941 7,681,868300,320,809

01 국고보조금 292,638,941 7,681,868300,320,809

  ㅇ사회과 7,681,868

    ·의료급여대상 진료비 7,681,868,000원 7,681,868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10/11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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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광역교통시설 160,249,000 6,500,000166,749,000

100 광역교통시설 160,249,000 6,500,000166,749,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48,500,000 6,500,00055,000,000

131 국고보조금 48,500,000 6,500,00055,000,000

01 국고보조금 48,500,000 6,500,00055,000,000

  ㅇ도로계획과 6,500,000

    ·위례성길 ~ 성내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보상비) 3,000,000,000원 3,000,000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공사비) 3,500,000,000원 3,50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10/11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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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획관 4,562,302 4,497,046 65,256

(X205,256) (X140,000) (X65,256)

전시 비상대비 역량의 강화전략목표 : 645,520 580,264 65,256
(X93,256) (X28,000) (X65,256)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성과목표 : 601,520 536,264 65,256
(X93,256) (X28,000) (X65,25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율(%) 97 98 98 훈련대상자 응소율

중점관리업체 자원확인 개선실적(건) 3 3 3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확인 개선 건수

0201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102,396 37,140 65,256
(X 93,256) (X 28,000) (X65,256)

16,845(11-4111-210-201-01) 일반운영비

1,650,000원 = 1,650  ㅇ기술인력동원 (X1,650)

650,000원 = 650  ㅇ차량동원 (X650)

250,000원 = 250  ㅇ건설기계동원 (X250)

1,450,000원 = 1,450  ㅇ상수도관긴급복구 (X1,450)

8,845,000원 = 8,845  ㅇ대형건물재난대비훈련 (X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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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원 = 3,000  ㅇ양곡배급 (X3,000)

31,382(11-4111-210-301-10) 행사실비보상금

18,938,000원 = 18,938  ㅇ차량동원 (X18,938)

11,604,000원 = 11,604  ㅇ건설기계동원 (X11,604)

840,000원 = 840  ㅇ상수도관긴급복구 (X840)

12,674(11-4111-210-307-02) 민간경상보조

3,290,000원 = 3,290  ㅇ통신시설긴급복구 (X3,290)

3,250,000원 = 3,250  ㅇ지하철화재방재훈련 (X3,250)

6,134,000원 = 6,134  ㅇ화학전방호훈련 (X6,134)

4,355(11-411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355,000원 = 4,355  ㅇ대형건물재난대비훈련 (X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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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상기획관



여성가족정책관 452,389,577 452,384,188 5,389
(X99,351,913) (X99,346,524) (X5,389)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
력 강화

전략목표 : 77,764,042 77,758,653 5,389
(X11,460,498) (X11,455,109) (X5,389)

사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 향상성과목표 : 13,932,912 13,927,523 5,389
(X7,027,922) (X7,022,533) (X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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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086 410,697 5,389
(X 97,553) (X 92,164) (X5,389)

5,389(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5,389,000원 = 5,389  ㅇ가정폭력보호시설 (X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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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2,353,155,456 2,343,829,393 9,326,063
(X747,607,024) (X738,280,961) (X9,326,06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462,735,149 1,455,053,281 7,681,868
(X610,123,658) (X602,441,790) (X7,681,868)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396,521,633 1,388,839,765 7,681,868
(X580,878,053) (X573,196,185) (X7,681,86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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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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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1 의료급여사업 599,771,969 592,090,101 7,681,868
(X 300,320,809) (X 292,638,941) (X7,681,868)

7,681,868(28-1211-210-307-05) 민간위탁금

7,681,868,000원 = 7,681,868  ㅇ의료급여대상 진료비 (X7,681,868)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246,287,422 244,998,094 1,289,328
(X46,166,129) (X44,876,801) (X1,289,328)

독거.재가노인 종합서비스 확대성과목표 : 30,942,325 29,652,997 1,289,328
(X8,331,035) (X7,041,707) (X1,289,32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주·단기보호시설 확충 64개소 71개소 78개소 확충실적(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확충 33개소 36개소 39개소 확충실적 확인(개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인원 - 3,742명 3,742명 지원실적 확인(명)

독거노인 One-Stop 서비스 제공인원 8,508명 8,748명 8,988명 가정도우미, 가정봉사원 가사지원실적 확인

결식노인 무료급식 실적 5,113명 5,113명 5,469명 급식지원 실적확인(명)

0838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 수당지급 1,289,328 0 1,289,328
(X 1,289,328) (X 0) (X1,289,328)

1,289,328(11-231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289,328,000원 = 1,289,328  ㅇ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수당지급 (X1,28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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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382,043 209,027,176 354,867
(X44,466,599) (X44,111,732) (X354,867)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12,893,639 12,858,181 35,458
(X8,237,310) (X8,201,852) (X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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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 에이즈 예방관리 1,756,482 1,721,024 35,458
(X 745,970) (X 710,512) (X35,458)

35,458(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43,225원 * 80명 = 35,458  ㅇ에이즈 환자 진료비 (X35,458)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성과목표 : 44,315,622 43,996,213 319,409
(X19,342,714) (X19,023,305) (X31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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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3,956,019 3,936,610 19,409
(X 3,484,554) (X 3,465,145) (X19,409)

19,409(11-2212-210-307-02) 민간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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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건강국



19,409,000원 = 19,409  ㅇ응급의료체계구축 및 정보센터 운영 (X19,409)

1704 만성질환관리 836,424 536,424 300,000
(X 672,112) (X 372,112) (X300,000)

300,000(11-2212-210-307-05) 민간위탁금

300,000,000원 = 300,000  ㅇ심뇌혈관질환 감시체계 구축 사업 (X30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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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 591,773,903 591,678,503 95,400
(X22,276,168) (X22,180,768) (X95,400)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 전략산업 육
성

전략목표 : 102,943,000 102,883,000 60,000
(X2,136,500) (X2,076,500) (X60,000)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성과목표 : 86,741,500 86,681,500 60,000
(X246,500) (X186,500) (X6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과제수 31 36 41 지원대상 과제수 확인

서울형 미래도시산업 육성지원 과제수 26 31 36 지원대상 과제수 확인

신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지원 과제수 89 53 50 지원대상 과제수 확인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과제수 24 16 20 지원대상 과제수 확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수 280 370 38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수

0119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80,000 40,000 40,000
(X 40,000) (X 0) (X40,000)

40,000(11-3211-210-307-05) 민간위탁금

40,000,000원 = 40,000  ㅇ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X40,000)

0196 지역발전아카데미 사업 20,000 0 20,000
(X 20,000) (X 0) (X20,000)

15,000(11-3211-210-307-05) 민간위탁금

15,000,000원 = 15,000  ㅇ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X15,000)

5,000(11-32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0원 = 5,000  ㅇ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X5,000)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전략목표 : 159,443,818 159,408,418 35,400
(X16,301,333) (X16,265,933) (X35,400)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성과목표 : 20,401,712 20,366,312 35,400
(X12,974,606) (X12,939,206) (X35,4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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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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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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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 2,976,600 2,941,200 35,400
(X 35,400) (X 0) (X35,400)

35,400(11-321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35,400  ㅇ재래시장 연구용역 사업

18,000,000원 = 18,000    ·방학도깨비시장(도봉구) (X18,000)

17,400,000원 = 17,400    ·평화시장(중구) (X1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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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국



문화국 379,719,844 379,689,844 30,000
(X38,175,092) (X38,145,092) (X30,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3,036,475 43,006,475 30,000
(X22,326,270) (X22,296,270) (X30,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7,969,209 37,939,209 30,000
(X22,248,270) (X22,218,270) (X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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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000 901,000 30,000

(X 631,000) (X 601,000) (X30,000)

30,0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원 = 30,000  ㅇ북한산 구기리 마애석가여래좌상 기단 긴급보수 (X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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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화국



도시계획국 907,908,127 907,708,127 200,000
(X227,000) (X27,000) (X200,000)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
모

전략목표 : 465,400 265,400 200,000
(X200,000) (X0) (X200,000)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으로 도시관리 기
반 구축

성과목표 : 459,000 259,000 200,000
(X200,000) (X0) (X2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마곡R&D시티(MRC) 조성 세부계획 추진율(%) 30(40) 50(90) 1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추진율(%) 10(10) 9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지침 마련 및 시행 40(40) 60(100)시행 지침보완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027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200,000 0 200,000
(X 200,000) (X 0) (X200,000)

200,000(11-242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200,000  ㅇ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원

100,000,000원 = 100,000    ·북촌마을만들기사업(종로구) (X100,000)

100,000,000원 = 100,000    ·성미산마을만들기사업(마포구)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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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도시계획국



건설기획국 1,300,622,469 1,294,122,469 6,500,000
(X56,800,000) (X50,300,000) (X6,500,000)

빠르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전략목표 : 322,263,000 315,763,000 6,500,000
(X55,000,000) (X48,500,000) (X6,500,000)

도로개설 정비를 통한 지역간 교통소통 원
활화

성과목표 : 175,623,000 172,623,000 3,000,000
(X32,000,000) (X29,000,000) (X3,0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지역도로망 확충(9개사업 12.91km) 진행 9개소 진행 9개소 완료 6개소 계획대비 실적

병목지점및정체구간정비(15개사업  15.45km) 진행 15개소 완료 3개소 완료 5개소 계획대비 실적

교차로 개선(5개 사업, 4.65Km) 진행 5개소 완료 1개소 완료 2개소 계획대비 실적

0835 위례성길~성내천복개도로간 도로개설 13,800,000 10,800,000 3,000,000
(X 11,000,000) (X 8,000,000) (X3,000,000)

3,000,000(30-1211-210-401-01) 시설비

= 3,000,000  ㅇ감일 ~ 초이간 도로개설(보상비)

2,239㎡ * 1,330,000원 = 2,977,870    ·토지 7필지 (X2,977,870)

22,130,000원 * 1식 = 22,130    ·기타(물건 및 영업권) (X22,130)

한강교량 확충성과목표 : 27,500,000 24,000,000 3,500,000
(X15,500,000) (X12,000,000) (X3,5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암사대교 건설(2,732m) 공정률 6.4% 11.5% 40.3% 계획대비 실적

0904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27,500,000 24,000,000 3,500,000
(X 15,500,000) (X 12,000,000) (X3,500,000)

3,500,000(30-1211-210-401-01) 시설비

= 3,500,000  ㅇ사가정길 ~ 암사동간 도로개설(공사비)

1개소 * 220,960,000원 = 220,960    ·교각 기둥(본선) (X220,960)

16개소 * 204,940,000원 = 3,279,040    ·교각말뚝 및 기초(램프) (X3,27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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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설기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