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2,858,117,754 6,011,86012,864,129,614

500 보조금 765,603,348 6,011,860771,615,208

510 국고보조금등 765,603,348 6,011,860771,615,208

511 국고보조금등 765,603,348 6,011,860771,615,208

01 국고보조금 661,145,861 5,888,860667,034,721

  ㅇ저출산대책담당관 12,817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12,817,000원 12,817

  ㅇ보건정책과 200,00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200,000,000원 200,000

  ㅇ보건환경연구원 48,500

    ·축산물 안전성 검사 48,500,000원 48,500

  ㅇ사회과 18,499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18,499,000원 18,499

  ㅇ노인복지과 2,631,014

    ·경로연금 지급 1,854,821,000원 1,854,821

    ·양천노인전문요양원건립 776,193,000원 776,193

  ㅇ자원순환과 2,963,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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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대문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2,963,000,000원 2,963,000

  ㅇ자연생태과 15,030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5,030,000원 15,030

03 기금 69,576,781 123,00069,699,781

  ㅇ보건정책과 123,000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비 지원 123,000,000원 123,000

2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153,100,000 8,112,0001,161,212,000

100 도시철도건설사업 879,600,000 8,112,000887,712,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244,898,000 8,112,000253,010,000

131 국고보조금 244,898,000 8,112,000253,010,000

01 국고보조금 244,898,000 8,112,000253,010,000

  ㅇ도시철도건설본부 8,112,000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8,112,000,000원 8,112,0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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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453,592,915 453,580,098 12,817

(X100,555,251) (X100,542,434) (X12,817)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
적 수준 제고

전략목표 : 303,836,607 303,823,790 12,817
(X81,961,828) (X81,949,011) (X12,817)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성과목표 : 20,127,225 20,114,408 12,817
(X6,574,638) (X6,561,821) (X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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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1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66,817 54,000 12,817
(X 39,817) (X 27,000) (X12,817)

12,817(11-2322-210-402-01) 민간자본보조

= 12,817  ㅇ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2,817,000원 = 12,817    ·모자복지시설 개보수 (X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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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2,357,717,542 2,354,696,529 3,021,013
(X752,169,110) (X749,148,097) (X3,021,01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462,753,648 1,462,735,149 18,499
(X610,142,157) (X610,123,658) (X18,499)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396,540,132 1,396,521,633 18,499
(X580,896,552) (X580,878,053) (X1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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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16,322 15,597,823 18,499
(X 10,400,114) (X 10,381,615) (X18,499)

11,499(11-2311-210-201-01) 일반운영비

11,499,000원 = 11,499  ㅇ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X11,499)

7,000(11-2311-210-202-03) 국외여비

7,000,000원 = 7,000  ㅇ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X7,000)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250,339,509 247,708,495 2,631,014
(X50,218,216) (X47,587,202) (X2,631,014)

보호시설 및 서비스 확충으로 치매노인 지
원강화

성과목표 : 67,787,846 67,011,653 776,193

(X17,131,136) (X16,354,943) (X776,19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실적(개소) 102 138 171 시설확충 실적 확인

치매노인보호시설 수용률(%) 62 81 88 입소수요 대비 시설정원

치매노인 시설이용료 및 치료비용지원(명) 1,270 1,430 1,540 지원실적 확인

0726 양천노인전문요양원건립 776,193 0 776,193
(X 776,193) (X 0) (X776,193)

776,193(11-231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76,193,000원 = 776,193  ㅇ양천노인전문요양원 건립 (X77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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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노인취업 활성화 및 여가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노인사회활동 지원

성과목표 : 151,609,338 149,754,517 1,854,821
(X24,756,045) (X22,901,224) (X1,8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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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1 경로연금 지급 23,142,766 21,287,945 1,854,821
(X 14,909,401) (X 13,054,580) (X1,854,821)

1,854,821(11-231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854,821,000원 = 1,854,821  ㅇ경로연금 지급 (X1,854,821)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209,825,043 209,502,043 323,000
(X44,909,599) (X44,586,599) (X323,000)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13,016,639 12,893,639 123,000

(X8,360,310) (X8,237,310) (X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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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비 지원 3,593,000 3,470,000 123,000
(X 3,293,000) (X 3,170,000) (X123,000)

123,000(11-2212-210-307-01) 의료및구료비

1,000,000원 * 123명 = 123,000  ㅇ외국인근로자 입원 및 수술비 (X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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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국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성과목표 : 44,515,622 44,315,622 200,000
(X19,542,714) (X19,342,714) (X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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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5,752,407 5,552,407 200,000

(X 200,000) (X 0) (X200,000)

200,000(11-2212-210-402-01) 민간자본보조

200,000,000원 = 200,000  ㅇ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X200,000)

체계적·효율적 시험·검사수행으로 시민보
건환경수준 향상

전략목표 : 7,852,011 7,803,511 48,500
(X284,550) (X236,050) (X48,500)

식·의약품 검사강화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
의식 확보마련

성과목표 : 3,097,500 3,049,000 48,500
(X48,500) (X0) (X48,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농수산물 및 한약재 검사 건수(건) 26,900건 30,600건 30,750건 검사실적

식품의약품 검사 건수(건) 23,000건 23,100건 23,200건 검사실적

축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 23,220건 24,220건 24,720건 검사실적

축산물내 유해 잔류물질 검사기간내 검사율 94% 96% 97% 검사처리 기간 내 검사 실적

62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341,500 293,000 48,500
(X 48,500) (X 0) (X48,500)

48,500(11-2213-210-206-01) 재료비

= 1,000  ㅇ방역재료 구입비

1,000,000원 = 1,000    ·방역약품 구매 (X1,000)

= 47,500  ㅇ광우병 검사키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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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건강국



3,000,000원 * 4식 = 12,000    ·TeSeE Purification Kit (X12,000)

44,37,500원 * 8식 = 35,500    ·TeSeE Detection Kit (X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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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건강국



환경국 132,243,309 129,280,309 2,963,000
(X6,946,650) (X3,983,650) (X2,963,000)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도시 구현전략목표 : 90,394,768 87,431,768 2,963,000
(X6,475,000) (X3,512,000) (X2,963,000)

폐기물재활용 극대화성과목표 : 16,513,100 13,550,100 2,963,000
(X6,475,000) (X3,512,000) (X2,963,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37.9% 38.7% 39.5% 재활용 실적 확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남구)

3% 23% 4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공정률 평균 확인

0511 동대문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9,131,000 6,168,000 2,963,000
(X 5,046,000) (X 2,083,000) (X2,963,000)

2,963,000(11-222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963,000,000원 = 2,963,000  ㅇ동대문폐기물 공공처리시설건설지원(시설비등) (X2,9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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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국



푸른도시국 495,230,859 495,215,829 15,030
(X9,789,979) (X9,774,949) (X15,030)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 구축전략목표 : 24,712,316 24,697,286 15,030
(X8,055,139) (X8,040,109) (X15,030)

생태계 보전성과목표 : 11,334,316 11,319,286 15,030
(X6,328,139) (X6,313,109) (X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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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4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315,512 1,300,482 15,030
(X 947,796) (X 932,766) (X15,030)

15,030(11-2236-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5,030,000원 = 15,030  ㅇ산림병해충방제 자치구 지원 (X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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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푸른도시국



지하철건설본부 887,712,000 879,600,000 8,112,000
(X253,010,000) (X244,898,000) (X8,112,000)

친환경적인 신교통수단 도입전략목표 : 153,646,000 145,534,000 8,112,000
(X8,112,000) (X0) (X8,112,000)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쾌적한 교통이용 수
준 향상

성과목표 : 153,646,000 145,534,000 8,112,000
(X8,112,000) (X0) (X8,11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난곡 신교통수단(GRT) 도입 추진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설계완료/공사43% 57%(100%) 사업추진 공정율 확인

우이~신설간 도시철도건설 추진(민간) 제3자 제안공고 협상대상선정/협상 실시계획/공사10% 사업추진 공정율 확인

0125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153,312,000 145,200,000 8,112,000
(X 8,112,000) (X 0) (X8,112,000)

8,112,000(21-1213-210-401-01) 시설비

8,112,000,000원 = 8,112,000  ㅇ시설비 (X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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