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2,875,956,543 3,880,00912,879,836,552

300 지방교부세 467,244,000 1,117,500468,361,500

310 지방교부세 467,244,000 1,117,500468,361,500

311 지방교부세 467,244,000 1,117,500468,361,500

01 지방교부세 467,244,000 1,117,500468,361,500

  ㅇ평가담당관 800,000

    ·'06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 800,000,000원 800,000

 ㅇ시민고객담당관 27,500

    ·'07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수상기관 인센티브 지원 27,500,000원 27,500

 ㅇ정보화기획담당관 190,000

    ·자치단체 전자정부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90,000,000원 190,000

 ㅇ세제과 100,000

    ·'07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100,000,000원 100,000

500 보조금 783,442,137 2,762,509786,204,646

510 국고보조금등 783,442,137 2,762,509786,204,646

511 국고보조금등 783,442,137 2,762,509786,204,646

01 국고보조금 677,633,250 2,162,509679,795,759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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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시민고객담당관 2,162,509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2,162,509,000원 2,162,509

03 기금 70,330,181 600,00070,930,181

  ㅇ문화정책과 500,000

    ·대학로소공연장 안전시설 개선 500,000,000원 500,000

 ㅇ문화재과 100,000

    ·서울성곽 창의문 지붕보수 100,000,000원 100,000

22 교통사업 883,648,722 6,768,928890,417,650

100 교통관리계정 758,405,515 6,768,928765,174,443

130 보조금및교부세 34,675,822 6,768,92841,444,750

131 국고보조금 34,675,822 6,768,92841,444,75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8,092,000 6,768,92814,860,928

  ㅇ교통운영과 1,468,928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468,928,000원 1,468,928

 ㅇ교통운영과(교통정보센터) 5,300,000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5,300,000,000원 5,300,0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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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사업 661,089,557 88,311,626749,401,183

100 국민주택사업계정 108,969,316 80,408,520189,377,836

130 보조금 0 80,408,52080,408,520

131 국고보조금 0 80,408,52080,408,520

01 국고보조금 0 80,408,52080,408,520

  ㅇ주택기획과 80,408,520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25,405호) 79,936,020

      -'03년 사업(2,746호) 3,516,059,000원 3,516,059

      -'04년 사업(4,782호) 18,672,369,000원 18,672,369

      -'05년 사업(10,883호) 36,834,724,000원 36,834,724

      -'06년 사업(2,797호) 9,057,528,000원 9,057,528

      -'07년 사업(4,197호) 11,855,340,000원 11,855,340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15호) 472,500

      -'07년 사업(15호) 472,500,000원 472,500

200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552,120,241 7,903,106560,023,347

230 보조금 926,000 7,903,1068,829,106

231 국고보조금 926,000 7,903,1068,829,106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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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고보조금 0 7,903,1067,903,106

  ㅇ주거정비과 7,903,106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 건설비 지원 7,903,106

      -월곡3구역 등 8개 구역 1,319호 7,903,106,000원 7,903,106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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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사관 10,098,225 9,298,225 800,000

성과관리체계의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운
영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전략목표 : 800,000 0 800,000

균형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성과평가 
강화

성과목표 : 800,000 0 8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핵심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지표정비(총지표수) 전년대비7.7%감축 전년대비4%감축 전년대비3%감축 성과관리계획 성과지표의 감축·정비실적 확인

균형성과관리(BSC)를 위한 직원교육실적 50명 320명 320명 교육실적확인

평가결과 부진사항 발굴에 의한 감사 또는 개선요구 
건수

- 30건 30건 평가결과 또는 감사실적 확인

0219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800,000 0 800,000

352,260(11-1234-122-201-01) 일반운영비

352,260,000원 = 352,260  ㅇ다산콜센터 홍보사업

401,440(11-1234-122-307-02) 민간경상보조

200,000,000원 = 200,000  ㅇ정신건강시책 홍보사업

175,440,000원 = 175,440  ㅇ장애인 및 복지업무 종사자 겨울철 피복비지원

23,000,000원 = 23,000  ㅇ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홍보영상물 제작

3,000,000원 = 3,000  ㅇ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차량네비게이션 지원

46,300(11-1234-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800,000원 = 30,800  ㅇ노트북 등 사무기기 구입

15,500,000원 = 15,500  ㅇ사무기기(복사기외 1종) 구입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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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획단 38,482,788 38,292,788 190,000
(X1,956,126) (X1,956,126) (X0)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전략목표 : 2,907,627 2,747,627 160,000

정보서비스 고도화성과목표 : 2,587,301 2,462,301 12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 가입자수 170,000명 190,000명 210,000명 통합회원 가입자수 확인

GIS 포털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 70% 73%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모바일 포털 구축율 60(60)% 20(80)% 10(9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0229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 363,000 300,000 63,000

50,000(11-1241-220-207-02) 전산개발비

50,000,000원 = 50,000  ㅇTPS(Triple Play Service) 시스템 S/W 도입

13,000(11-124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00원 = 13,000  ㅇTPS(Triple Play Service) 시스템 H/W도입

0302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활성화 203,400 141,400 62,000

62,000(11-1243-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62,000  ㅇGIS 포털 서버 구매

12,000,000원*3대 = 36,000    ·외국어 속도개선용 맵서버 3식

16,000,000원 = 16,000    ·L4스위치

10,000,000원 = 10,000    ·기타 운영장비

시민참여촉진과 정보역량 강화성과목표 : 320,326 285,326 3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사이버 정책토론방 의견게시건수 2,200건 2,300건 2,400건 토론의견 게시건수 확인

시민 사이버교육 수료 인원 9,000명 10,000명 10,000명 수료인원 확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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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 정보소외계층 중고PC 보급 135,000 100,000 35,000

35,000(11-1245-122-201-01) 일반운영비

35,000,000원 = 35,000  ㅇPC 정비 및 보급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전략목표 : 5,461,772 5,431,772 30,000
(X1,956,126) (X1,956,126) (X0)

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성과목표 : 4,378,100 4,348,100 30,000
(X1,956,126) (X1,956,126) (X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율 20(50)% 50(100)% - 계획대비 실적확인

행정포털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 72% 74% 만족도 조사 확인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율 27(27)% 29(56)% 29(85)% 계획대비 실적확인

0250 시도행정정보화 766,635 736,635 30,000

(X 264,960) (X 264,960) (X0)

30,000(11-1242-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00원 = 30,000  ㅇ시도행정서버 메모리 구입(32GB)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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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216,668,141 214,478,132 2,190,009
(X15,247,051) (X13,084,542) (X2,162,509)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행
정 구현

전략목표 : 20,597,207 18,407,198 2,190,009
(X14,255,248) (X12,092,739) (X2,162,509)

서비스제공시스템 개선·구축으로 고객 우
선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성과목표 : 20,597,207 18,407,198 2,190,009
(X14,255,248) (X12,092,739) (X2,162,50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민원콜센터 상담원 직접상담 처리율(%) - 60 70 직접상담 처리율 확인

민원플라자 이용고객 만족도(%) - 71 72 만족도 조사 확인

사무실 내방민원 비율(%) - 30 30 내방 민원인 비율 확인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율(%) - 30 33 민원처리기간 실태 확인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 1일 평균 이용인원(명) 600 2,000 3,000 1일 평균 이용인원 확인

0201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14,247,748 12,085,239 2,162,509
(X 14,247,748) (X 12,085,239) (X2,162,509)

2,162,509(11-1254-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162,509,000원 = 2,162,509  ㅇ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X2,162,509)

6114 민원콜센터 설치·운영 5,146,500 5,119,000 27,500

27,500(11-1253-122-201-01) 일반운영비

= 27,500  ㅇ다산 프로젝트 대외수상 · 인증 부대비용

27,500,000원 = 27,500    ·고객만족경영대상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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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국



재무국 154,354,748 154,254,748 100,000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전략목표 : 100,000 0 100,000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으로 비과세·감면
의 체계적 관리

성과목표 : 100,000 0 1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0428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철저 100,000 0 100,000

10,000(11-1263-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00원 = 10,000  ㅇ지방세지출예산제도 직무능력 향상 워크샵 개최

5,000(11-1263-122-202-01) 국내여비

5,000,000원 = 5,000  ㅇ자치구 지도점검을 위한 경비

10,000(11-1263-122-303-01) 포상금

10,000,000원 = 10,000  ㅇ시책추진 부서 및 직원 격려

20,000(11-1263-220-207-01) 용역비

20,000,000원 = 20,000  ㅇ지방세지출예산제도 관련 학술용역 지원

37,000(11-1263-220-207-02) 전산개발비

37,000,000원 =

37,000  ㅇ지출예산제도 홍보 및 비과세·감면 효율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

18,000(11-1263-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000원 = 18,000  ㅇ지방세지출예산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복사기 구입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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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 380,957,951 380,357,951 600,000
(X39,413,199) (X38,813,199) (X600,000)

일상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전략목표 : 201,875,734 201,375,734 500,000
(X13,891,500) (X13,391,500) (X500,000)

다양한 문화예술기반 확충성과목표 : 165,178,912 164,678,912 500,000
(X6,397,000) (X5,897,000) (X5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공공도서관 건립(개소) 18(96) 10(106) 9(115) 도서관 건립실적 확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구로 착공 구로준공,강동착공 강동 준공 문화예술회관 건립실적 확인

서울연극종합센터 건립공정율 20% 80% 100% 공정율 확인

3개재단 운영 시민만족도 65% 67% 7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시립교향악단 공연개최(건수) 100 110 115 개최실적 확인

0117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500,000 0 500,000
(X 500,000) (X 0) (X500,000)

500,000(11-2111-210-402-01) 민간자본보조

500,000,000원 = 500,000  ㅇ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X500,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3,647,975 43,547,975 100,000
(X22,937,770) (X22,837,770) (X100,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8,580,709 38,480,709 100,000
(X22,859,770) (X22,759,770)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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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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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화국



0210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404,000 1,304,000 100,000
(X 1,104,000) (X 1,004,000) (X100,000)

100,0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원 = 100,000  ㅇ서울성곽 창의문 지붕보수 (X10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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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 2,675,302,088 2,668,533,160 6,768,928
(X61,444,750) (X54,675,822) (X6,768,928)

교통수요 감축 · 분산으로 도시 경쟁력 강
화

전략목표 : 10,845,000 5,545,000 5,300,000
(X5,300,000) (X0) (X5,300,000)

합리적인 교통수요 관리로 도심교통 혼잡
과 소통개선

성과목표 : 10,845,000 5,545,000 5,300,000
(X5,300,000) (X0) (X5,3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도심 평균 통행속도(㎞/h) - 14.4 14.5 도심 평균 통행속도 확인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업체(개소) 1,100 1,300 1,500 참여 업체수 확인

0670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5,700,000 400,000 5,300,000
(X 5,300,000) (X 0) (X5,300,000)

5,300,000(22-1115-210-401-01) 시설비

5,300,000,000원 = 5,300,000  ㅇ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X5,300,000)

교통소통 촉진 및 안전관리 강화전략목표 : 109,016,138 107,547,210 1,468,928
(X20,461,428) (X18,992,500) (X1,468,928)

안전관리 강화로 교통사고 최소화성과목표 : 75,103,465 73,634,537 1,468,928
(X20,461,428) (X18,992,500) (X1,468,92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도로안전시설 정비 개소수(개소) 3,500 3,500 3,500 정비실적 확인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개소수(개소) 40 80 80 정비실적 확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개소수(개소) 172 130 130 정비실적 확인

0641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37,446,928 35,978,000 1,468,928
(X 19,457,928) (X 17,989,000) (X1,468,928)

1,468,928(22-1115-210-401-01) 시설비

1,468,928,000원 = 1,468,928  ㅇ정비사업비 지원 (X1,468,928)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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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 1,033,537,965 945,226,339 88,311,626
(X89,237,626) (X926,000) (X88,311,626)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전략목표 : 359,784,969 271,473,343 88,311,626
(X88,311,626) (X0) (X88,311,626)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성 도
모

성과목표 : 265,233,243 176,921,617 88,311,626
(X88,311,626) (X0) (X88,311,62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공공임대주택 10만호 신규건설 호수(호) 20,881 16,110 주요사업계획의 세부추진사항 확인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호) 746 1,249 2,060 실적 확인

상암지구(3공구) 주택건설 공정율(%) 5(80) 15(95) 5(100) 조성공정률 확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택지조성 공정률(%) 보상추진 10(10) 30(40) 조성공정률 확인

장월지구 주택건설 공정율(%) 25(30) 30(60) 40(100) 조성 공정율 확인

1105 기존주택(다가구 등) 매입 임대 472,500 0 472,500
(X 472,500) (X 0) (X472,500)

472,500(24-1213-210-502-01) 출자금

= 472,500  ㅇ기존주택매입임대 지원(15호)

15호*70,000,000원*45% = 472,500    ·'07년 사업 (15호) (X472,500)

1201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182,079,020 102,143,000 79,936,020
(X 79,936,020) (X 0) (X79,936,020)

79,936,020(24-1213-210-502-01) 출자금

= 79,936,020  ㅇ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25,405호)

3,516,059,000원 = 3,516,059    ·'03년 사업(2,746호) (X3,516,059)

18,672,369,000원 = 18,672,369    ·'04년 사업(4,782호) (X18,672,369)

36,834,724,000원 = 36,834,724    ·'05년 사업(10,883호) (X36,834,724)

9,057,528,000원 = 9,057,528    ·'06년 사업(2,797호) (X9,057,528)

11,855,340,000원 = 11,855,340    ·'07년 사업(4,197호) (X11,855,340)

3101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79,519,022 71,615,916 7,903,106
(X 7,903,106) (X 0) (X7,903,106)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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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3,106(24-2214-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 7,903,106  ㅇ재개발세입자임대주택 건설비 지원

7,903,106,000원 = 7,903,106    ·월곡3구역 등 8개 구역 1,319호 (X7,9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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