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2,874,695,509 1,261,03412,875,956,543

500 보조금 782,181,103 1,261,034783,442,137

510 국고보조금등 782,181,103 1,261,034783,442,137

511 국고보조금등 782,181,103 1,261,034783,442,137

01 국고보조금 677,025,616 607,634677,633,250

  ㅇ여성정책담당관 190,000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190,000,000원 190,000

  ㅇ청소년담당관 51,003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 51,003,000원 51,003

  ㅇ사회과 361,000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361,000,000원 361,000

  ㅇ농수산유통과 5,631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5,631,000원 5,631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4,880,706 598,00035,478,706

  ㅇ자연생태과 598,000

    ·개발제한구역관리 598,000,000원 598,000

03 기금 70,274,781 55,40070,330,181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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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보건정책과 55,400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비 지원 55,400,000원 55,4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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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459,699,810 459,458,807 241,003

(X106,662,146) (X106,421,143) (X241,003)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
력 강화

전략목표 : 79,120,271 78,879,268 241,003
(X12,816,727) (X12,575,724) (X241,003)

사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 향상성과목표 : 15,238,138 15,048,138 190,000
(X8,333,148) (X8,143,148) (X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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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136 418,136 190,000
(X 289,603) (X 99,603) (X190,000)

190,000(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190,000,000원 = 190,000  ㅇ가족쉼터 설치비 (X190,000)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성과목표 : 63,882,133 63,831,130 51,003
(X4,483,579) (X4,432,576) (X51,00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이용실적 97개소 180개소 200개소 확충 및 이용실적 확인

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 19개소/100명 29개소/150명 40개소/200명 확충 및 평균이용실적 확인

급식지원아동 민간결연 추진율 91% 95% 100% 결연아동수/급식지원대상 결식아동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원 4,800명 5,200명 5,300명 예방교육 실적 확인

어린이 안전교육 참여실적 80,920명 94,400명 96,210명 교육 참여인원/서울시 2,3학년 어린이수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개소수 - 140개소 280개소 설치 실적 확인

0306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 3,587,147 3,536,144 51,003
(X 272,763) (X 221,760) (X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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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51,003(11-2324-21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1,003,000원 = 51,003  ㅇ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X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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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2,360,645,145 2,360,228,745 416,400
(X755,096,713) (X754,680,313) (X416,4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463,152,648 1,462,791,648 361,000
(X610,541,157) (X610,180,157) (X361,000)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396,939,132 1,396,578,132 361,000
(X581,295,552) (X580,934,552) (X36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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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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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1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361,000 0 361,000
(X 361,000) (X 0) (X361,000)

361,000(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361,000  ㅇ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지원

11,000,000원 = 11,000    ·도봉구 (X11,000)

90,000,000원 = 90,000    ·동작구 (X90,000)

70,000,000원 = 70,000    ·송파구 (X70,000)

120,000,000원 = 120,000    ·영등포구 (X120,000)

70,000,000원 = 70,000    ·은평구 (X70,00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209,990,443 209,935,043 55,400
(X45,074,999) (X45,019,599) (X55,400)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13,072,039 13,016,639 55,400
(X8,415,710) (X8,360,310) (X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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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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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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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8,400 3,593,000 55,400
(X 3,348,400) (X 3,293,000) (X55,400)

55,400(11-2212-210-307-01) 의료및구료비

5명 * 11,080,000원 = 55,400  ㅇ외국인근로자 입원 및 수술비 (X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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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건강국



산업국 592,805,224 592,799,593 5,631
(X23,307,489) (X23,301,858) (X5,631)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전략목표 : 203,204,782 203,199,151 5,631
(X4,869,656) (X4,864,025) (X5,631)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7,789,942 7,784,311 5,631
(X4,808,133) (X4,802,502) (X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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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3,561 2,287,930 5,631
(X 2,293,561) (X 2,287,930) (X5,631)

5,631(11-3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5,631  ㅇ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5,631,000원 = 5,631    ·고정직불제 (X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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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국



푸른도시국 495,828,859 495,230,859 598,000
(X10,387,979) (X9,789,979) (X598,000)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 구축전략목표 : 25,310,316 24,712,316 598,000
(X8,653,139) (X8,055,139) (X598,000)

생태계 보전성과목표 : 11,932,316 11,334,316 598,000
(X6,926,139) (X6,328,139) (X5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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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2 개발제한구역관리 4,372,000 3,774,000 598,000
(X 4,282,000) (X 3,684,000) (X598,000)

598,000(11-2236-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598,000  ㅇ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98,000,000원 = 598,000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남측 도로개설 (X5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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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푸른도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