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7-31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9,843,942,589 883,6449,843,058,945

    300  지방교부세 748,300 262,000486,300

      310  지방교부세 748,300 262,000486,300

        311  지방교부세 748,300 262,000486,300

        01  지방교부세 748,300 262,000486,300

  ㅇ행정과 182,000

    .자원봉사센터운영 182,000,000원 182,000

 ㅇ보건과 80,000

    .영상저장장치(PACS) 장비구매사업 80,000,000원 80,000

    600  보조금 491,968,531 621,644491,346,887

      610  국고보조금등 491,968,531 621,644491,346,887

        611  국고보조금등 491,968,531 621,644491,346,887

        01  국고보조금 등 491,968,531 621,644491,346,887

  ㅇ노인복지과 60,000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 60,000,000원 60,000

 ㅇ장애인복지과 14,000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지원 14,000,000원 14,000

 ㅇ보건과 44,442

    .임시예방접종, B형수직감염 553,000원 553

    .전염병관리자 교육 12,400,000원 12,400

    .전염병실무자교육 5,000,000원 5,000

    .학교보건담당자 전염병교육 25,109,000원 25,109

    .전염병실무자교육여비 1,380,000원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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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ㅇ국제협력과 70,000

    .외국인투자 · 통상사절단 파견 및 투자홍보 70,000,000원 70,000

 ㅇ관광과 10,000

    .제7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10,000,000원 10,000

 ㅇ문화재과 46,500

    .문화재보수사업(자치구이전) 46,500,000원 46,500

 ㅇ공원과 146,202

    .수원함양림가꾸기 79,032,000원 79,032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7,170,000원 67,170

 ㅇ뉴타운사업본부 154,500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154,500,000원 154,500

 ㅇ도로관리과 76,000

    .교통사고위험도로사업 76,000,000원 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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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행정국 108,338,134 108,156,134 182,000

(X6,392,802) (X6,392,802)  

시민중심의 자치시정 구현전략목표 : 12,828,243 12,646,243 182,000

(X6,392,802) (X6,392,802)  

시민참여의 시정구현성과목표 : 6,200,590 6,018,590 18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시민 직접대화 개최율 81% 81% 81% 개최실적 조사

면담요청 처리율 81% 81% 81% 시민 요구사항 및 처리건수 조사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이용인원 130 135 140

민간단체 우수사업 비율 13% 15% 17% 외부전문 기관에 평가의뢰

자원봉사자 만족도 60% 65% 70% 활동중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1205 자원봉사 활성화 400,000 218,000 182,000

7,000(11-1253-122-201-01) 일반운영비

 = 7,000  ㅇ서울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5,000,000원 = 5,000    .봉사활동지원  

1,000,000원 = 1,000    .보험가입  

1,000,000원 = 1,000    .자원봉사기관 · 단체간 협조체계 구축  

175,000(11-1253-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175,000  ㅇ자치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125,000,000원 = 125,000    .자원봉사활동 추진지원  

25,000,000원 = 25,000    .자원봉사자보험가입지원  

25,000,000원 = 25,000    .자원봉사기관, 단체간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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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국



2004-07-31

복지여성국 1,592,731,641 1,592,533,199 198,442

(X475,579,556) (X475,461,114) (X118,442)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전략목표 : 163,456,341 163,396,341 60,000

(X28,848,077) (X28,788,077) (X60,000)

노인 사회참여서비스 확충성과목표 : 73,762,170 73,702,170 60,000

(X13,110,249) (X13,050,249) (X6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확충 13개소 14개소 15개소 확충실적

고령자 취업인원 3,000명 3,500명 4,000명 취업실적

노인봉사활동 참여 3,050명 3,185명 3.500명 환경봉사대 일거리 참여실적

0820 노인자활후견사업 510,000 450,000 60,000

(X285,000) (X225,000) (X60,000)

60,000(11-2315-210-307-02) 민간경상보조

60,000,000 * 1개소 = 60,000  ㅇ노인자활후견사업 (X60,000)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전략목표 : 203,917,887 203,903,887 14,000

(X44,798,895) (X44,784,895) (X14,000)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성과목표 : 69,889,833 69,875,833 14,000

(X23,670,297) (X23,656,297) (X1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이용인원 26,250명 30,000명 34,000명 이용실적

후원,결연사업 후원금액 810백만원 910백만원 1,000백만원 후원금액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수혜자수 20,000명 21,000명 22,000명 지원실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대 76가구 83가구 94가구 시설설치 실적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61개소 66개소 81개소 시설설치 실적

0612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운영 지원 214,000 200,000 14,000

(X14,000) (X0) (X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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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여성국



14,000(11-2314-210-307-02) 민간경상보조

14,000,000원 = 14,000  ㅇ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지원 (X14,00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전략목표 : 67,270,115 67,145,673 124,442

(X13,774,200) (X13,729,758) (X44,442)

시립병원 현대화 및 운영 활성화성과목표 : 39,253,345 39,173,345 8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아동병원 신축 공정률 3% 40% 공정률

북부노인 전문요양병원 신축 공정률 5% 30% 35% 공정률

아동병원 진료실적 92,227건 95,400건 95,400건 진료실적

은평병원 진료실적 75,631건 78,500건 79,500건 진료실적

서대문병원 진료실적 74,512건 100,000건 140,000건 진료실적

동부병원 이용 환자수 83,800건명 82,500명 90,750명 이용인원 확인

강남병원 이용 환자수 411,497명 461,400명 491,600명 이용인원 확인

보라매병원 이용 환자수 627,447명 632,724명 643,257명 이용인원 확인

1301 강남병원 운영보조 6,228,493 6,148,493 80,000

80,000(11-2212-220-402-01) 민간자본보조

80,000,000원 = 80,000  ㅇ영상저장장치(PACS) 장비구입 지원  

시민건강증진사업 강화성과목표 : 15,179,324 15,134,882 44,442

(X6,147,058) (X6,102,616) (X44,44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전염병 보균 검진자 수 328,000명 360,000명 360,000명 검진실적

전염병 예방접종자 수 1,106,440명 1,311,000명 1,315,000명 접종실적

성병검진자 수 69,139명 70,300명 71,400명 검진실적

에이즈감염자 관리대상 수 500명 600명 700명 관리실적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건수 4,957건 4,387건 4,387건 건강진단실적

정신보건센터 등록환자 수 3,100명 3,200명 3,300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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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여성국



2201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1,091,881 1,047,439 44,442

(X655,820) (X611,378) (X44,442)

42,509(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12,400,000원 = 12,400  ㅇ전염병관리자 교육 (X12,400)

5,000,000원 = 5,000  ㅇ전염병실무자 교육 (X5,000)

25,109,000원 = 25,109  ㅇ학교보건담당자 전염병 교육 (X25,109)

1,380(11-2212-210-202-01) 국내여비

1,380,000원 = 1,380  ㅇ전염병실무자 교육여비 (X1,380)

553(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53,000원 = 553  ㅇ전염병 예방접종 (X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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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여성국



2004-07-31

산업국 291,045,859 290,975,859 70,000

(X27,028,105) (X26,958,105) (X70,000)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전략목표 : 112,774,875 112,704,875 70,000

(X24,366,722) (X24,296,722) (X70,000)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구축성과목표 : 42,213,648 42,173,648 40,000

(X8,040,000) (X8,000,000) (X4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Hi-Seoul 공동브랜드 사업참여 기업 30 60 참여기업수 확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 5,700억원 6,300억원 6,500억원 육성기금 융자 실적

신용보증재단 지원실적(건/억원) 5,200 6,700 8,000 신용보증재단 지원실적

해외전시회 수출 상담액 36천만불 36천만불 40천만불 해외 전시박람회 참여 실적 확인

투자통상사절단 외자 유치액 4,000만불 4,600만불 4,600만불 참여업체 외자유치 상담 실적 확인

수출능력 배양사업 참가 업세수 90 100 100 수출능력 배양사업  신청서 확인

중소기업 해외기술 교류지원건수 55건 60건 65건 서울-베를린, 모스크바 기술교류 건수

카다로그 제작 지원 참여사업 24 24 26 참여기업 확인

0110 해외투자·통상사절단 파견 315,000 275,000 40,000

(X40,000) (X0) (X40,000)

40,000(11-3212-210-307-05) 민간위탁금

40,000,000원 = 40,000  ㅇ해외투자 · 통상사절단 파견 (X40,000)

외국인투자환경개선성과목표 : 752,800 722,800 30,000

(X30,000) (X0) (X3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6회 6회 8회 투자자문회의 등 운영횟수

외국인 투자 상담실적 1,600건 1,600건 1,600건 서울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건수 35건 40건 45건 외국인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건수

0115 서울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226,300 196,300 30,000

(X30,000) (X0) (X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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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30,000(11-3212-210-307-05) 민간위탁금

30,000,000원 = 30,000  ㅇ서울외국인센터 운영비 지원 (X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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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국



2004-07-31

문화국 293,124,488 293,067,988 56,500

(X33,147,472) (X33,090,972) (X56,500)

역사와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전략목표 : 31,523,449 31,476,949 46,500

(X17,774,262) (X17,727,762) (X46,5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26,413,376 26,366,876 46,500

(X17,240,070) (X17,193,570) (X46,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풍납토성 보상실적 81% 85% 88% 보상실적 확인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등 60% 70% 80% 표석설치 확인

유형문화재 발굴.지정등 10건 15건 15건 지정건수 확인

0212 문화재 보수사업(자치구이전) 7,292,500 7,246,000 46,500

(X4,803,000) (X4,756,500) (X46,500)

46,5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6,500,000원 = 46,500  ㅇ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X46,500)

매력있는 관광도시 육성전략목표 : 4,051,063 4,041,063 10,000

(X162,210) (X152,210) (X10,000)

경쟁력있는 관광상품 개발성과목표 : 1,549,607 1,539,607 10,000

(X50,000) (X40,000) (X1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문화관광상품공모전 상품 선정수/응모상품수 45점/2,500점 55점/2,700점 55점/2,700점 공모전 상품선정수/응모상품수 확인

왕궁수문장 재현 관람자 수 850천명 900천명 1,000천명 관람자 수 확인(년)

0511 서울문화관광기념품 산업 육성지원 432,000 422,000 10,000

(X10,000) (X0) (X10,000)

10,000(11-2113-210-307-05) 민간위탁금

10,000,000원 = 10,000  ㅇ제7회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X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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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2004-07-31

환경국 633,733,626 633,587,424 146,202

(X38,939,383) (X38,793,181) (X146,202)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전략목표 : 437,153,239 437,007,037 146,202

(X17,819,133) (X17,672,931) (X146,202)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성과목표 : 325,842,280 325,775,110 67,170

(X67,170) (X0) (X67,17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1인당 생활권 공원녹지 면적 4.54㎡ 4.60㎡ 4.75㎡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실적 확인

공원녹지 면적 157.78㎢ 158.28㎢ 158.86㎢ 공원녹지 조성실적 확인

0242 개발제한구역관리 67,170 0 67,170

(X67,170) (X0) (X67,170)

3,000(11-2231-110-101-05) 일시사역인부임

3,000,000원 = 3,000  ㅇ개발제한구역 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 (X3,000)

28,470(11-2231-210-201-01) 일반운영비

28,470,000원 = 28,470  ㅇ개발제한구역관리비 지원 (X28,470)

35,700(11-2231-210-202-01) 국내여비

35,700,000원 = 35,700  ㅇ개발제한구역 여비 (X35,700)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성과목표 : 12,917,907 12,838,875 79,032

(X1,462,869) (X1,383,837) (X79,03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가로 녹시율 9.0% 9.8% 10.9% 시정개발연구원 기본과제 수행결과

녹지관리 실명제 참여 인원수 2,300명 2,400명 2,500명 녹지관리 실명제 참여 인원수

0212 도시생태림 조성 2,579,032 2,500,000 79,032

(X256,153) (X177,121) (X79,032)

79,032(11-2231-210-401-01) 시설비

79,032,000원 = 79,032  ㅇ향토수종 식재 (X7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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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2004-07-31

도시계획국 431,385,049 431,230,549 154,500

(X5,787,000) (X5,632,500) (X154,500)

지역균형발전도모전략목표 : 109,908,576 109,754,076 154,500

(X5,787,000) (X5,632,500) (X154,500)

재래시장 활성화성과목표 : 18,008,576 17,854,076 154,500

(X5,787,000) (X5,632,500) (X154,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재래시장 환경개선 24개소 25개소 16개소 대상시장 선정 여부

재개발·재건축사업 5개소 10개소 15개소 사업시행구역 선정 여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8개소 7개소 5개소 대상시장 선정 여부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캐릭터 등 개발 용역 2개소 2개소 2개소 대상시장 선정 여부

0156 국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7,630,500 7,476,000 154,500

(X5,674,500) (X5,520,000) (X154,500)

154,500(11-242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4,500,000원 = 154,500  ㅇ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X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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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국



2004-07-31

건설기획국 1,332,643,700 1,332,567,700 76,000

(X13,376,000) (X13,300,000) (X76,000)

(채5,000,000) (채5,000,000) (채0)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전략목표 : 343,050,811 342,974,811 76,000

(X76,000) (X0) (X76,000)

(채5,000,000) (채5,000,000) (채0)

쾌적하고 이용에 편한 도로환경 조성성과목표 : 65,780,850 65,704,850 76,000

(X76,000) (X0) (X76,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방음시설 설치 15개소 7개소 12개소 설치실적 조사

파손 포장도로 및 도로부속물 정비 10,310a 10,310a 10,310a 정비실적 조사

자동차 전용도로 보수 · 정비 183.9㎞ 176㎞ 176㎞ 정비실적 조사

1413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1,021,000 945,000 76,000

(X76,000) (X0) (X76,000)

76,000(11-3323-210-401-01) 시설비

76,000,000원 = 76,000  ㅇ사당로(사당동 182-1주변) (X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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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