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2,855,539,436 2,578,31812,858,117,754

500 보조금 763,025,030 2,578,318765,603,348

510 국고보조금등 763,025,030 2,578,318765,603,348

511 국고보조금등 763,025,030 2,578,318765,603,348

01 국고보조금 659,926,966 1,218,895661,145,861

 ㅇ저출산대책담당관 43,205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43,205,000원 43,205

 ㅇ농수산유통과 1,025,690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025,690

      -고정직불제 1,024,930,000원 1,024,930

      -행정경비 760,000원 760

 ㅇ문화재과 10,000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10,000,000원 10,000

 ㅇ맑은서울사업과 140,000

    ·저공해자동차 보급 140,000

      -하이브리드자동차 56,000,000원 56,000

      -저공해경유자동차 84,000,000원 84,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10/31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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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금 68,217,358 1,359,42369,576,781

 ㅇ여성정책담당관 1,113,176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64,858,000원 164,858

    ·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7,546,000원 17,546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98,339,000원 98,339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사업 14,820,000원 14,82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복권기금) 222,216

      -의료지원 30,150,000원 30,150

      -법률지원 76,230,000원 76,230

      -직업훈련 48,586,000원 48,586

      -피해자 치료회복 67,250,000원 67,250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여성발전기금) 595,397,000원 595,397

 ㅇ청소년담당관 34,14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19,140,000원 19,140

    ·학업중단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지원 15,000,000원 15,000

 ㅇ건강증진과 120,00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20,000,000원 12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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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체육과 92,107

    ·2007 스포츠클럽 4/4분기 시범사업 보조금(기금) 지원 34,107

      -2007 스포츠클럽 4/4분기 시범사업운영(성북구) 34,107,000원 34,107

    .2007 시도주최 생활체육대회 보조금(기금) 지원 58,000

      -2007 서울시 생활체육대회(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58,000,000원 58,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10/31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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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정비촉진 201,000,000 1,200,000202,200,000

100 도시재정비사업 201,000,000 1,200,000202,200,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0 1,200,0001,200,000

131 국고보조금 0 1,200,0001,200,000

01 국고보조금 0 1,200,0001,200,000

  ㅇ뉴타운사업1과 1,200,000

    ·재정비촉진시범사업 1,200,000,000원 1,20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10/31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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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453,580,098 452,389,577 1,190,521

(X100,542,434) (X99,351,913) (X1,190,521)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
력 강화

전략목표 : 78,877,218 77,764,042 1,113,176
(X12,573,674) (X11,460,498) (X1,113,176)

사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 향상성과목표 : 15,046,088 13,932,912 1,113,176
(X8,141,098) (X7,027,922) (X1,11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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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183 1,919,620 295,563
(X 1,650,063) (X 1,354,500) (X295,563)

295,563(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164,858,000원 = 164,858  ㅇ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X164,858)

17,546,000원 = 17,546  ㅇ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X17,546)

98,339,000원 = 98,339  ㅇ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X9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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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1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6,912,784 6,095,171 817,613
(X 4,870,585) (X 4,052,972) (X817,613)

817,613(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30,150  ㅇ성매매피해여성 의료지원

30,150,000원 = 30,150    ·상담소 및 쉼터 17개소 (X30,150)

= 76,230  ㅇ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76,230,000원 = 76,230    ·상담소 및 쉼터 13개소 (X76,230)

= 48,586  ㅇ성매매피해여성 직업훈련 지원

48,586,000원 = 48,586    ·상담소 및 쉼터 12개소 (X48,586)

= 67,250  ㅇ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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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0,000원 = 67,250    ·쉼터 12개소 (X67,250)

= 595,397  ㅇ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595,397,000원 = 595,397    ·막달레나의집외 3개소 (X595,397)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
적 수준 제고

전략목표 : 303,823,790 303,780,585 43,205
(X81,949,011) (X81,905,806) (X43,205)

맞춤형 보육 확대로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성과목표 : 5,046,653 5,003,448 43,205
(X136,821) (X93,616) (X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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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153 236,948 43,205
(X 136,821) (X 93,616) (X43,205)

43,205(11-2323-210-307-02) 민간경상보조

43,205,000원 = 43,205  ㅇ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X43,205)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확대전략목표 : 44,977,750 44,943,610 34,140
(X5,989,892) (X5,955,752) (X34,140)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성과목표 : 32,692,144 32,673,004 19,140
(X3,487,957) (X3,468,817) (X19,14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공정율(마포,강서청소년수련관) 40%/10% 85%/65% 100%/100% 수련시설별 건립 공정율 확인

청소년수련시설 평균 이용자 수 314천명 315천명 316천명 청소년수련시설 평균 이용자 수 확인

청소년수련시설 평균 청소년 이용률 62% 63% 65% 수련시설 이용률 확인

서울영어마을 추가 조성 공정율 - 20%(20%) 30%(50%) 공정율 확인(2개소)

서울영어마을 이용인원 32천명 35천명 37천명 이용실적 확인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자수 52천명 52천명 54천명 프로그램별 청소년 참여자수 확인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76% 77% 78%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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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9,265,540 9,246,400 19,140
(X 477,040) (X 457,900) (X19,140)

19,140(11-2328-210-307-05) 민간위탁금

19,140,000원 = 19,140  ㅇ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X19,140)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성과목표 : 12,285,606 12,270,606 15,000
(X2,501,935) (X2,486,935) (X1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민단체 유해환경감시활동 참여단체 50개 52개 54개 시민단체 유해환경 감시 참여단체 확인

사이버 감시단 운영실적 7천건 10천건 11천건 청소년 유해사이트 고발실적 확인

대안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400명 420명 470명 프로그램 참여인원 확인

대안교육 확충 개소수 14개소 14개소 16개소 대안학교수 확인

0927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 808,306 793,306 15,000
(X 15,000) (X 0) (X15,000)

15,000(11-2328-210-307-05) 민간위탁금

15,000,000원 = 15,000  ㅇ학업중단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지원 (X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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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2,354,696,529 2,354,576,529 120,000
(X749,148,097) (X749,028,097) (X120,00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209,502,043 209,382,043 120,000
(X44,586,599) (X44,466,599) (X120,000)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
요에 능동적 대처

성과목표 : 20,314,354 20,194,354 120,000
(X9,084,925) (X8,964,925) (X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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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4,337 4,864,337 120,000
(X 2,984,212) (X 2,864,212) (X120,000)

120,000(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000원 * 40명 = 120,000  ㅇ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X12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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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 592,799,593 591,773,903 1,025,690
(X23,301,858) (X22,276,168) (X1,025,690)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전략목표 : 203,199,151 202,173,461 1,025,690
(X4,864,025) (X3,838,335) (X1,025,690)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7,784,311 6,758,621 1,025,690
(X4,802,502) (X3,776,812) (X1,02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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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2,287,930 1,262,240 1,025,690
(X 2,287,930) (X 1,262,240) (X1,025,690)

1,025,690(11-3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1,025,690  ㅇ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1,024,930,000원 = 1,024,930    ·고정직불제 (X1,024,930)

760,000원 = 760    ·행정경비 (X76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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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 379,821,951 379,719,844 102,107
(X38,277,199) (X38,175,092) (X102,107)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3,046,475 43,036,475 10,000
(X22,336,270) (X22,326,270) (X10,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7,979,209 37,969,209 10,000
(X22,258,270) (X22,248,270) (X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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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210,466 5,200,466 10,000

(X 3,584,470) (X 3,574,470) (X10,000)

10,0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원 = 10,000  ㅇ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도난감시시설설치 (X10,000)

시민체육진흥과 경쟁력 있는 국제스포츠 
관광도시 육성

전략목표 : 77,125,568 77,033,461 92,107
(X2,483,929) (X2,391,822) (X92,107)

시민체육공간 지속적 확충 및 운영 효율화성과목표 : 38,547,418 38,513,311 34,107
(X307,899) (X273,792) (X34,10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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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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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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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운영 105,899 71,792 34,107
(X 105,899) (X 71,792) (X34,107)

34,107(11-212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4,107,000원 = 34,107  ㅇ2007 스포츠클럽 4/4분기 시범사업 운영(성북구) (X34,107)

명품 국제 스포츠대회 육성 및 생활,전문체
육진흥

성과목표 : 38,578,150 38,520,150 58,000
(X2,176,030) (X2,118,030) (X58,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생활체육교실 참여인원(명)/참여자 만족도 조사(%) 59천명 59천명/70% 60천명/75% 참여자 수 확인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시장기대회 개최 종목수/참여인원 수 23종목/ 33천명 24종목 /34천명 25종목 /35천명 시장기대회 개최종목 및 참여인원수 확인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회수 및 외국인 관람인원 2개대회 2개대회/7천명 3개대회/10천명 개최대회수 확인 /외국인 관람객수 확인

0278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1,737,144 1,679,144 58,000
(X 58,000) (X 0) (X58,000)

58,000(11-2121-210-307-05) 민간위탁금

58,000,000원 = 58,000  ㅇ2007 서울시 생활체육대회(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X58,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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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추진본부 432,320,900 431,120,900 1,200,000
(X1,200,000) (X0) (X1,200,000)

광역적 개발로 고품격의 주거환경 조성전략목표 : 152,386,224 151,186,224 1,200,000
(X1,200,000) (X0) (X1,200,000)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성과목표 : 152,374,296 151,174,296 1,200,000
(X1,200,000) (X0) (X1,2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은평 뉴타운 사업 진도율(%) 36.0(54.5) 25.5(80.0) 20.0(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길음 뉴타운 사업 진도율(%) 8(88) 8(96) 4(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왕십리 뉴타운 사업 진도율(%) 10(60) 10(70) 10(8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2차 뉴타운 사업 진도율(%) 15(69) 5(64) 5(69)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3차 뉴타운 사업 진도율(%) 15(20) 10(30) 10(4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0124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1,200,000 0 1,200,000
(X 1,200,000) (X 0) (X1,200,000)

400,000(31-1112-210-207-01) 용역비

400,000,000원 = 400,000  ㅇ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X400,000)

800,000(31-11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0,000원 = 400,000  ㅇ신길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수립 (X400,000)

400,000,000원 = 400,000  ㅇ장위재정비촉진계획의 공공시설물 현상설계 (X40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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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서울추진본부 224,263,811 224,123,811 140,000
(X97,851,435) (X97,711,435) (X140,000)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전략목표 : 205,134,253 204,994,253 140,000
(X97,851,435) (X97,711,435) (X140,000)

운행차량 저공해화성과목표 : 205,134,253 204,994,253 140,000
(X97,851,435) (X97,711,435) (X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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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7,700 4,677,700 140,000
(X 2,911,000) (X 2,771,000) (X140,000)

140,000(11-2252-210-402-01) 민간자본보조

= 140,000  ㅇ저공해자동차 보급

4대 * 14,000,000원 = 56,000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X56,000)

84,000,000원 = 84,000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 (X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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