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7-31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9,848,296,430 2,394,4259,845,902,005

    600  보조금 496,095,372 2,394,425493,700,947

      610  국고보조금등 496,095,372 2,394,425493,700,947

        611  국고보조금등 496,095,372 2,394,425493,700,947

        01  국고보조금 등 496,095,372 2,394,425493,700,947

  ㅇ사회과 297,426

    .시립은평의 마을 기능보강 297,426,000천원 297,426

 ㅇ여성정책과 6,000

    .2004년도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강사료, 교재비) 6,000,000원 6,000

 ㅇ보육지원과 50,000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50,000,000원 50,000

 ㅇ노인복지과 1,123,500

    .Hi-seoul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34,500,000원 * 1회 34,500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1,089,000,000원 *1회 1,089,000

 ㅇ장애인복지과 622,499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62,261,000원 162,2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60,238,000원 460,238

 ㅇ보건과 70,000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70,000,000원 70,000

 ㅇ문화과 225,000

    .2004년 지방문화원 시설확충 지원 225,000,000원 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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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661,130 183,3808,477,750

    100  한강수질개선사업 8,661,130 183,3808,477,750

      130  보조금 7,649,004 183,3807,465,624

        131  국고보조금 7,649,004 183,3807,465,624

        03  기금수입 7,649,004 183,3807,465,624

  ㅇ수질과 183,380

    .환경기초시설설치 12,653,000원 * 1식 12,653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144,527,000원 * 1식 144,527

    .시민자율환경봉사단 운영비(일반보상금) 10,000,000원 * 1식 10,000

    .수계기금 관리 업무용(자산취득비) 2,000,000원 * 4식 8,000

    .수계기금 관리 업무용(일반운영비) 2,000,000원 * 1식 2,00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국내여비) 3,000,000원 * 1식 3,00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국외여비) 3,200,000원 * 1식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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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복지여성국 1,595,011,066 1,592,841,641 2,169,425

(X477,858,981) (X475,689,556) (X2,169,425)

시민기초생활보장전략목표 : 771,409,207 771,111,781 297,426

(X330,478,232) (X330,180,806) (X297,426)

사회취약계층 보호강화성과목표 : 701,369,834 701,072,408 297,426

(X303,927,089) (X303,629,663) (X297,42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주민등록말소자등 사회취약계층 수급자선정보호 518명 668명 818명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실사

0106 시립은평의마을 기능보강 2,260,944 1,963,518 297,426

(X1,279,185) (X981,759) (X297,426)

297,426(11-2311-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297,426,000원 = 297,426  ㅇ장애인시설 기능전환사업 (X297,42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전략목표 : 14,654,696 14,648,696 6,000

(X2,212,520) (X2,206,520) (X6,000)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성과목표 : 7,430,875 7,424,875 6,000

(X15,375) (X9,375) (X6,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위원회 여성 참여율 33% 35% 37% 서울시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여성단체지원 만족도 조사 55% 65% 68% 여성발전기금사업 만족도 조사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율 제고 20% 35% 45% 국제회의장, 아트홀, 연수시설 등 이용율 조사

6109 자원봉사학교 설치· 운영 60,875 54,875 6,000

(X15,375) (X9,375) (X6,000)

6,000(11-2321-210-201-01) 일반운영비

 = 6,000  ㅇ향토역사문화 안내 사업외 3개사업  

1,500,000원 = 1,500    .금천구 (X1,500)

1,500,000원 = 1,500    .동대문구 (X1,5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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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원 = 1,500    .동작구 (X1,500)

1,500,000원 = 1,500    .구로구 (X1,500)

소외여성과 아동의 사회참여 확대전략목표 : 50,968,555 50,918,555 50,000

(X17,697,236) (X17,647,236) (X50,000)

여성보호,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5,757,097 15,707,097 50,000

(X4,485,306) (X4,435,306) (X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취업률(취업세대수/입소세대수) 67% 72% 75% 입소자 취업률 조사

가출청소년 거리상담 인원 2.500명 3.000명 3,500명 상담인원 수

여성보호시설 운영개소 수 46개소 48개소 49개소 여성보호시설 개소수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75% 77% 78% 이용자 만족도 조사

0603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118,270 68,270 50,000

(X50,000) (X0) (X50,000)

50,000(11-232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50,000  ㅇ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50,000,000원 = 50,000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X50,000)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전략목표 : 164,579,841 163,456,341 1,123,500

(X29,971,577) (X28,848,077) (X1,123,500)

노인 사회참여서비스 확충성과목표 : 74,885,670 73,762,170 1,123,500

(X14,233,749) (X13,110,249) (X1,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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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7 고령자 취업 활성화 사업 1,046,283 1,011,783 34,500

(X34,500) (X0) (X34,500)

34,500(11-2315-210-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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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000원 * 1식 = 34,500  ㅇHi-Seoul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X34,500)

0825 노인일자리사업 1,089,000 0 1,089,000

(X1,089,000) (X0) (X1,089,000)

118,560(11-2315-210-307-05) 민간위탁금

118,560,000원 = 118,560  ㅇ서울시 노인일자리사업 및 부대경비 (X118,560)

970,440(11-231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970,440,000원 = 970,440  ㅇ자치구 노인일자리사업 및 부대경비 (X970,440)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전략목표 : 204,540,386 203,917,887 622,499

(X45,421,394) (X44,798,895) (X622,499)

장애인 사회적응 능력 강화성과목표 : 59,839,311 59,379,073 460,238

(X19,205,269) (X18,745,031) (X460,23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72% 72.5% 73%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의료재활 및 체육시설 이용자 수 60,000명 62,000명 65,000명 이용자 수

직업재활서비스 공판장 판매실적 750백만원 800백만원 850백만원 공판장 판매실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52개소 60개소 65개소 시설설치 실적

0637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2,963,244 2,503,006 460,238

(X1,711,741) (X1,251,503) (X460,238)

460,238(11-2314-210-402-01) 민간자본보조

460,238,000원 = 460,238  ㅇ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X460,238)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성과목표 : 70,052,094 69,889,833 162,261

(X23,832,558) (X23,670,297) (X16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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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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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5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3,229,861 3,067,600 162,261

(X1,696,061) (X1,533,800) (X162,261)

162,261(11-2314-210-402-01) 민간자본보조

162,261,000원 = 162,261  ㅇ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X162,261)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전략목표 : 67,340,115 67,270,115 70,000

(X13,844,200) (X13,774,200) (X70,000)

시민건강증진사업 강화성과목표 : 15,249,324 15,179,324 70,000

(X6,217,058) (X6,147,058) (X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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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4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155,000 85,000 70,000

(X70,000) (X0) (X70,000)

70,000(11-2212-210-301-11) 기타보상금

70,000,000원 = 70,000  ㅇ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X7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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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문화국 293,928,738 293,703,738 225,000

(X33,951,722) (X33,726,722) (X225,000)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전략목표 : 93,342,630 93,117,630 225,000

(X8,917,000) (X8,692,000) (X225,000)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성과목표 : 82,486,796 82,261,796 225,000

(X6,361,000) (X6,136,000) (X22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서울문화재단 자금조성액 300억원 200억원 200억원 기금조성액 확인

문화예술회관 확충 4개소 6개소 6개소 확충실적

도서관  확충 47개소 49개소 54개소 확충실적

전용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건립 개소수 2개소 계획대비 추진실적

문화지구수 1개소 2개소 2개소 조성실적 확인

세종문화회관 운영 개선((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120억원 56억원 49억원 개보수 실적 확인

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시립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및 관람자수)

8회 350천명 12회 370천명 13회 400천명 전시 개최수 및 관람 시민수 조사

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수) 1,223점 1,390점 1,510점 소장 작품수 확인

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시민미술아카데미 수강자 만
족도)

72% 75% 77% 수강자 만족도 조사

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홈페이지 접속자수) 20천명 25천명 30천명 홈페이지 접속자수 확인

0403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438,000 1,213,000 225,000

(X982,000) (X757,000) (X225,000)

225,000(11-211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15,000  ㅇ중구문화원  

15,000,000원 = 15,000    .원사보수 (X15,000)

 = 140,000  ㅇ용산문화원  

120,000,000원 = 120,000    .향토사료관 설치 (X120,000)

20,000,000원 = 20,000    .영상시설설치및보강 (X20,000)

 = 70,000  ㅇ성동문화원  

70,000,000원 = 70,000    .강당보수 및 영상시설설치 (X7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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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환경국 634,865,786 634,682,406 183,380

(X40,071,543) (X39,888,163) (X183,380)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전략목표 : 13,896,496 13,713,116 183,380

(X961,130) (X777,750) (X183,380)

한강수질개선성과목표 : 10,645,904 10,462,524 183,380

(X961,130) (X777,750) (X183,38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한강수질오염도(BOD) - 잠실 1.7ppm 1.6ppm 1.5ppm 환경부 수질측정망 수질측정자료 확인

한강수질오염도(BOD) - 가양 3.3ppm 3.2ppm 3.1ppm 환경부 수질측정망 수질측정자료 확인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건수(합동단속) 연10회 연10회 연10회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실적 확인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건수(시 단독) 매일1회 매일1회 매일1회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실적 확인

0101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500,000 1,355,473 144,527

(X144,527) (X0) (X144,527)

144,527(29-1211-210-401-01) 시설비

144,527,000원 * 1식 = 144,527  ㅇ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X144,527)

0107 수질오염사고 예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49,080 1,039,080 10,000

(X787,750) (X777,750) (X10,000)

10,000(29-1211-210-301-09) 행사실비보상금

10,000,000원 * 1식 = 10,000  ㅇ일반보상금(시민자율환경봉사단 운영비) (X10,000)

0109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109,000 1,096,347 12,653

(X12,653) (X0) (X12,653)

12,653(29-1211-210-401-01) 시설비

12,653,000 * 1식 = 12,653  ㅇ환경기초시설설치 (X12,653)

020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6,388 200,188 6,200

(X6,200) (X0) (X6,200)

3,000(29-1211-210-202-01) 국내여비

3,000,000원 * 1식 = 3,000  ㅇ주민지원사업 실태점검 여비 (X3,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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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29-1211-210-202-03) 국외여비

3,200,000원 * 1식 = 3,200  ㅇ주민지원사업 선진사례연구조사 (X3,200)

6101 잠실상수원 관리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93,636 83,63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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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29-1211-210-201-01) 일반운영비

2,000,000원 * 1식 = 2,000  ㅇ일반운영비(수계기금 관리업무) (X2,000)

8,000(29-121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원 * 4식 = 8,000  ㅇ자산취득비(수계기금관리업무용) (X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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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