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2,864,129,614 10,565,89512,874,695,509

500 보조금 771,615,208 10,565,895782,181,103

510 국고보조금등 771,615,208 10,565,895782,181,103

511 국고보조금등 771,615,208 10,565,895782,181,103

01 국고보조금 667,034,721 9,990,895677,025,616

  ㅇ여성정책담당관 2,050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2,050,000원 2,050

  ㅇ가족보육담당관 5,691,872

    ·보육시설운영지원 5,691,872,000원 5,691,872

  ㅇ저출산대책담당관 171,970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171,970,000원 171,970

  ㅇ자활지원과 38,00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38,000,000원 38,000

  ㅇ노인복지과 1,932,519

    ·경로연금 지급 1,854,819,000원 1,854,819

    ·기초노령연금관련 기자재 구매 77,700,000원 77,700

  ㅇ장애인복지과 421,684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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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 보강 421,684,000원 421,684

  ㅇ보건정책과 100,000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00,000,000원 100,000

  ㅇ보건환경연구원 9,000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유지관리 9,000,000원 9,000

  ㅇ문화정책과 34,500

    ·지역정보도서관 운영 지원 34,500,000원 34,500

  ㅇ문화재과 128,50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28,500,000원 128,500

  ㅇ맑은서울사업과 1,460,800

    ·저공해 자동차 보급 1,460,800,000원 1,460,800

03 기금 69,699,781 575,00070,274,781

  ㅇ건강증진과 10,000

    ·방문간호사업 10,000,000원 10,000

  ㅇ문화재과 373,000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373,000,000원 373,000

  ㅇ관광사업과 92,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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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산업 육성지원 92,000,000원 92,000

  ㅇ도시경쟁력총괄과 100,000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100,000,000원 100,000

22 교통사업 883,648,721 1883,648,722

100 교통관리계정 758,405,514 1758,405,515

130 보조금및교부세 34,675,821 134,675,822

131 국고보조금 34,675,821 134,675,822

01 국고보조금 26,583,821 126,583,822

  ㅇ운수물류과 1

    ·용달화물차량 탑장착 비용지원 1,000원 1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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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강수질개선 10,903,150 17,82510,920,975

100 한강수질개선사업 10,903,150 17,82510,920,975

130 보조금 9,613,844 17,8259,631,669

131 국고보조금 9,613,844 17,8259,631,669

01 국고보조금 10,000 17,82527,825

  ㅇ수질과 17,825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역(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7,825,000원 7,825

    ·잠실상수원 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000,000원 10,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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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459,458,807 453,592,915 5,865,892

(X106,421,143) (X100,555,251) (X5,865,892)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
력 강화

전략목표 : 78,879,268 78,877,218 2,050
(X12,575,724) (X12,573,674) (X2,050)

사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 향상성과목표 : 15,048,138 15,046,088 2,050
(X8,143,148) (X8,141,098) (X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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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136 416,086 2,050
(X 99,603) (X 97,553) (X2,050)

2,050(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850,000원 = 850  ㅇ성폭력보호시설 (X850)

1,200,000원 = 1,200  ㅇ가정폭력보호시설 (X1,200)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
적 수준 제고

전략목표 : 309,700,449 303,836,607 5,863,842
(X87,825,670) (X81,961,828) (X5,863,842)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성과목표 : 274,300,902 268,609,030 5,691,872
(X76,103,411) (X70,411,539) (X5,691,87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보육시설 상시점검 - 450개소 450개소 상시점검 시설수 확인

우수보육시설 선정 - 100개소 100개소 연간 선정 시설수 확인

우수보육시설 만족도 - 70% 71% 만족도 결과 확인

출산장려 대책에 의한 보육료 지원 확대 인원 118,036명 122,400명 122,400명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 확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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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보육시설 운영 지원 273,873,829 268,181,957 5,691,872
(X 76,073,211) (X 70,381,339) (X5,691,872)

5,691,872(11-232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5,691,872  ㅇ보육시설운영

1,993,142,000원 = 1,993,142    ·종사자 인건비등 (X1,993,142)

3,498,076,000원 = 3,498,076    ·보육료 지원 (X3,498,076)

200,654,000원 = 200,654    ·보육인프라구축 (X200,654)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성과목표 : 20,299,195 20,127,225 171,970
(X6,746,608) (X6,574,638) (X17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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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1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14,764,966 14,592,996 171,970
(X 5,748,125) (X 5,576,155) (X171,970)

171,970(11-2322-21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71,970  ㅇ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171,970,000원 = 171,970    ·아동양육비,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 (X171,97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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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2,360,228,745 2,357,717,542 2,511,203
(X754,680,313) (X752,169,110) (X2,511,20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462,791,648 1,462,753,648 38,000
(X610,180,157) (X610,142,157) (X38,000)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396,578,132 1,396,540,132 38,000
(X580,934,552) (X580,896,552) (X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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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750,994 388,712,994 38,000
(X 255,701,310) (X 255,663,310) (X38,000)

38,000(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8,000,000원 = 38,000  ㅇ자활장려금 (X38,000)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252,272,028 250,339,509 1,932,519
(X52,150,735) (X50,218,216) (X1,932,519)

노인취업 활성화 및 여가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노인사회활동 지원

성과목표 : 153,464,157 151,609,338 1,854,819
(X26,610,864) (X24,756,045) (X1,85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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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97,585 23,142,766 1,854,819

(X 16,764,220) (X 14,909,401) (X1,854,819)

1,854,819(11-231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854,819,000원 = 1,854,819  ㅇ경로연금 지급 (X1,854,819)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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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재가노인 종합서비스 확대성과목표 : 31,020,025 30,942,325 77,700
(X8,408,735) (X8,331,035) (X7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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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9 기초노령연금관련 기자재 구매 77,700 0 77,700
(X 77,700) (X 0) (X77,700)

77,700(11-231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77,700  ㅇ기초노령연금관련 기자재 구매

150,000원 * 518개동 = 77,700    ·스캐너 구입 (X77,700)

생활조건 개선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전략목표 : 251,200,975 250,779,291 421,684
(X46,586,272) (X46,164,588) (X421,684)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으로 장애
인 복지수준 제고

성과목표 : 122,055,967 121,634,283 421,684
(X5,732,875) (X5,311,191) (X421,684)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체육 및 의료재활시설 이용자수 3,000명 3,500명 4,000명 운영실적 확인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이용인원 36,000명 37,000명 38,000명 운영실적 확인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자수 1,550명 1,850명 2,150명 운영실적 확인

여성장애인 지원 인원 2,800명 3,500명 4,000명 지원실적 확인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이용인원 145개소 150개소 155개소 확충실적 및 이용실적 확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74% 74.5% 75% 만족도 조사 확인

062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839,811 418,127 421,684
(X 547,122) (X 125,438) (X421,684)

421,684(11-2314-210-402-01) 민간자본보조

421,684,000원 = 421,684  ㅇ서울재활병원 기능보강 (X42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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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935,043 209,825,043 110,000
(X45,019,599) (X44,909,599) (X110,000)

시립병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
비스 체계 강화

성과목표 : 122,960,000 122,860,000 100,000
(X620,000) (X520,000) (X1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신축공정률(%) 실시설계 22(22) 신축 공정률 확인

아동병원 재건축 공정률(%) 50(55) 45(100) - 공정률 확인

보라매병원 새병원 신축 공정률(%) 21(33) 59(92) 8(100) 신축 공정률 확인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공정률(%) 착공(1) 14(15) 신축 공정률 확인

시립병원(12개) 이용인원(명) 2,079,000 2,104,000 2,111,000 이용인원 확인

1301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9,340,000 9,240,000 100,000
(X 620,000) (X 520,000) (X100,000)

100,000(11-2212-210-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00원 = 100,000  ㅇ공공프로그램사업비 (X100,000)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
요에 능동적 대처

성과목표 : 20,324,354 20,314,354 10,000
(X9,094,925) (X9,084,925) (X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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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 방문간호 사업 2,508,811 2,498,811 10,000
(X 1,614,925) (X 1,604,925) (X10,000)

10,000(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00원 = 10,000  ㅇ방문간호사업 (X10,000)

체계적·효율적 시험·검사수행으로 시민보
건환경수준 향상

전략목표 : 7,861,011 7,852,011 9,000
(X293,550) (X284,550) (X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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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건강국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로 시험·검사 능력 
배양

성과목표 : 1,404,411 1,395,411 9,000
(X19,000) (X10,000) (X9,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책연구사업 수행 실적 50건 52건 55건 시책연구사업 실적

학회 발표 실적 12건 15건 17건 학회 발표 실적

6207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유지관리 776,101 767,101 9,000
(X 19,000) (X 10,000) (X9,000)

9,000(11-2213-210-401-01) 시설비

9,000,000원 * 1식 =

9,000  ㅇ에너지관리진단에 따른 증기보일러(0.3ton/h) 설치 (X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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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지건강국



문화국 380,357,951 379,821,951 536,000
(X38,813,199) (X38,277,199) (X536,000)

일상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전략목표 : 201,375,734 201,341,234 34,500
(X13,391,500) (X13,357,000) (X34,500)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성과목표 : 16,897,822 16,863,322 34,500
(X1,079,500) (X1,045,000) (X34,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거리벽화 사업추진(개소) 20(20) 20(40) 추진실적 확인

입체미술 설치사업 추진(개소) 20(20) 20(40) 추진실적 확인

지역문화시설 이용율 17% 20% 25% 표본조사 확인

문화충전프로젝트 시민만족도 75% 77% 79%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문화예술교육 참여인원(천명)/참여자 만족도 (%) 15천명/77% 20천명/79% 25천명/81% 참여 인원수(표본조사) 확인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창작공간 조성실적 확인

0422 지역정보도서관 운영 지원 4,624,500 4,590,000 34,500
(X 624,500) (X 590,000) (X34,500)

34,500(11-2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34,500  ㅇ지역정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은평구립도서관)

39,000,000원 * 1식 * 1/2 = 19,500    ·대출기 (X19,500)

30,000,000원 * 1식 * 1/2 = 15,000    ·반납기 (X15,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3,547,975 43,046,475 501,500

(X22,837,770) (X22,336,270) (X501,5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8,480,709 37,979,209 501,500
(X22,759,770) (X22,258,270) (X5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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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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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화국



등록문화재 문화공간 조성 2건 1건 1건 근대유산 문화공간 조성건수 확인

남산봉수대 재현행사 관람객수(천명) 145 150 관람인원 확인

0210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304,000 931,000 373,000
(X 1,004,000) (X 631,000) (X373,000)

373,0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73,000,000원 = 373,000  ㅇ경운궁 양이재 해체보수 (X373,000)

021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338,966 5,210,466 128,500
(X 3,712,970) (X 3,584,470) (X128,500)

128,5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원 = 100,000  ㅇ암사동선사주거지 전기시설 정비사업 (X100,000)

18,000,000원 = 18,000  ㅇ서울성곽(혜화문) 전기시설 정비사업 (X18,000)

10,500,000원 = 10,500  ㅇ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전기시설 정비사업 (X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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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화국



경쟁력강화추진본부 20,699,732 20,507,732 192,000
(X3,587,600) (X3,395,600) (X192,000)

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서울의 국제
경쟁력 제고

전략목표 : 15,522,493 15,330,493 192,000
(X587,600) (X395,600) (X192,000)

매력있는 서울형 관광상품 개발성과목표 : 92,000 0 92,000
(X92,000) (X0) (X9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0511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산업 육성지원 92,000 0 92,000
(X 92,000) (X 0) (X92,000)

92,000(11-2162-210-307-05) 민간위탁금

92,000,000원 = 92,000  ㅇ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X92,000)

마케팅을 통한 서울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성과목표 : 198,000 98,000 100,000
(X100,000) (X0) (X1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0579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100,000 0 100,000
(X 100,000) (X 0) (X100,000)

100,000(11-2162-210-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00원 = 100,000  ㅇ2007 국제회의도시 홍보 마케팅 및 컨벤션 유치 지원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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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경쟁력강화추진본부



환경국 132,261,134 132,243,309 17,825
(X6,964,475) (X6,946,650) (X17,82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전략목표 : 16,169,830 16,152,005 17,825
(X449,475) (X431,650) (X17,825)

한강수질개선성과목표 : 15,091,080 15,073,255 17,825
(X420,975) (X403,150) (X17,82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한강수질오염도(BOD,㎎/L) - 잠실 1.5 1.5 1.4 환경부 수질측정망 측정자료 확인

한강수질오염도(BOD,㎎/L) - 가양 3.0 2.9 2.8 환경부 수질측정망 측정자료 확인

상수원 퇴적물 준설량(㎥) 40,000 40,000 40,000 상수원 퇴적물 준설실적 확인

020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72,381 164,556 7,825
(X 7,825) (X 0) (X7,825)

825(29-1211-210-202-01) 국내여비

825,000원 * 1식 = 825  ㅇ주민지원사업관련 실태점검 여비 (X825)

7,000(29-121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00원 * 5대 = 7,000  ㅇ주민지원사업관련 업무용 PC 및 주변기기 구매 (X7,000)

6101 잠실상수원 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661,349 651,349 10,000
(X 403,150) (X 393,150) (X10,000)

10,000(29-121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10,000  ㅇ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관련 업무용 OA장비 구매

4,000,000원 * 1식 = 4,000    ·비디오 프로젝터 (X4,000)

3,500,000원 * 1대 = 3,500    ·컬러프린터 (X3,500)

1,500,000원 * 1식 = 1,500    ·PC 및 주변기기 (X1,500)

1,000,000원 * 1대 = 1,000    ·스캐너 (X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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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환경국



맑은서울추진본부 225,724,611 224,263,811 1,460,800
(X99,312,235) (X97,851,435) (X1,460,800)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전략목표 : 206,595,053 205,134,253 1,460,800
(X99,312,235) (X97,851,435) (X1,460,800)

운행차량 저공해화성과목표 : 206,595,053 205,134,253 1,460,800
(X99,312,235) (X97,851,435) (X1,4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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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8,500 4,817,700 1,460,800
(X 4,371,800) (X 2,911,000) (X1,460,800)

1,460,800(11-2252-210-402-01) 민간자본보조

= 1,460,800  ㅇ저공해자동차 보급

14,000,000원 * 52대 = 728,000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X728,000)

732,800,000원 = 732,800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 (X7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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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맑은서울추진본부



교통국 2,668,533,160 2,668,533,159 1
(X54,675,822) (X54,675,821) (X1)

다양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통한 주차·물류
관리 강화

전략목표 : 115,662,277 115,662,276 1
(X8,552,322) (X8,552,321) (X1)

도시물류체계 개선성과목표 : 17,883,422 17,883,421 1
(X8,552,322) (X8,552,321) (X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화물터미널 기능재정비계획 추진율(%) 30 100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0337 용달화물차량 탑장착 비용지원 5,526 5,525 1
(X 5,526) (X 5,525) (X1)

1(22-111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원 = 1  ㅇ용달화물차량 탑장착 비용지원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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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교통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