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0-07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11,233,630,102 11,721,68111,221,908,421

    600  보조금 511,266,585 11,721,681499,544,904

      610  국고보조금등 511,266,585 11,721,681499,544,904

        611  국고보조금등 511,266,585 11,721,681499,544,904

        01  국고보조금 등 511,266,585 11,721,681499,544,904

  ㅇ사회과 6,915,622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6,915,622,000원 6,915,622

 ㅇ노인복지과 15,000

    .노인자활후견사업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지원) 15,000,000원 * 1회 15,000

 ㅇ여성정책과 900,019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사업비 202,579,000원 202,579

    .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 172,000

      - 치료 · 회복사업 118,000,000원 118,000

      -직업훈련 54,000,000원 54,000

    .성매매피해자 구조 · 지원사업비 525,440

      -차량지원사업 104,000,000원 104,000

      -안전시설 설치 · 유지 6,000,000원 6,000

      -법률지원 284,100,000원 284,100

      -의료지원 57,000,000원 57,000

      -직업훈련 74,340,000원 74,340

 ㅇ보육지원과 228,940

    .지역아동센터운영 672,000원*17개소*5개월*0.2 11,424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설치비 13,600,000원*28개소*0.5 190,400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운영비 27,116,000원 27,116

 ㅇ체육청소년과 20,000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 지원 10,000,000원 * 2개 자치구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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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7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ㅇ뉴타운사업본부 1,136,100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상인자부담 인하 11,361,000,000원 * 10% 1,136,100

 ㅇ주택기획과 2,500,000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2,500,000,000원 2,500,000

 ㅇ건축과 6,000

   .2004. 7.2~4 및 7.12~17 기간중 호우피해 주택 복 6,000,000원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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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7

복지여성국 1,624,934,409 1,616,874,828 8,059,581

(X490,642,047) (X482,582,466) (X8,059,581)

시민기초생활보장전략목표 : 787,136,833 780,221,211 6,915,622

(X340,254,009) (X333,338,387) (X6,915,622)

사회취약계층 보호강화성과목표 : 716,897,460 709,981,838 6,915,622

(X313,702,866) (X306,787,244) (X6,915,62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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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97,931,738 191,016,116 6,915,622

(X134,259,699) (X127,344,077) (X6,915,622)

6,915,622(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915,622,000원 = 6,915,622  ㅇ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X6,915,622)

소외여성과 아동의 사회참여 확대전략목표 : 54,334,283 53,205,324 1,128,959

(X19,207,875) (X18,078,916) (X1,128,959)

여성보호,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8,250,605 17,350,586 900,019

(X5,450,000) (X4,549,981) (X9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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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7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947,949 573,370 374,579

(X619,959) (X245,380) (X374,579)

374,579(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202,579,000원 = 202,579  ㅇ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 사업비 (X202,579)

 = 172,000  ㅇ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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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여성국



118,000,000원 = 118,000    .치료 · 회복사업 (X118,000)

54,000,000원 = 54,000    .직업훈련 (X54,000)

0411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지원 2,244,120 1,718,680 525,440

(X606,040) (X80,600) (X525,440)

415,44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284,100  ㅇ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284,100,000원 = 284,100    .상담센터 및 쉼터 12개소 (X284,100)

 = 57,000  ㅇ성매매피해여성 의료지원  

57,000,000원 = 57,000    .상담센터 및 쉼터 13개소 (X57,000)

 = 74,340  ㅇ성매매피해여성 직업훈련  

74,340,000원 = 74,340    .쉼터 10개소 (X74,340)

110,000(11-2321-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26,000,000원 * 4대 = 104,000  ㅇ현장상담센터 차량지원 (X104,000)

2,000,000원 * 3개소 = 6,000  ㅇ현장상담센터 안전시설 설치 · 유지 (X6,000)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성과목표 : 36,083,678 35,854,738 228,940

(X13,757,875) (X13,528,935) (X228,94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결식아동 민간결연 추진율 30% 50% 70% 결식아동 민간결연 비율 조사

아동그룹홈운영 시설 수 9개소 10개소 11개소 아동그룹홈 시설수 조사

가정위탁보호 인원 410명 430명 450명 가정위탁보호 아동수 조사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운영 개소 수 75개소 77개소 79개소 방과후 공부방 운영 개소 수

복지시설 아동 대학 진학률 33명 35명 37명 대학진학 아동수 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인원 47,000명 47,000명 69,000명 안전교육 참여인원 조사

0501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2,338,267 2,109,327 228,940

(X1,058,398) (X829,458) (X228,940)

228,940(11-2324-210-307-02) 민간경상보조

672,000원*17개소*5개월*0.2 = 11,424  ㅇ지역아동센터운영 (X11,424)

13,600,000원*28개소*0.5 = 190,400  ㅇ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설치비 (X190,400)

27,116,000원 = 27,116  ㅇ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운영비 (X2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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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여성국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전략목표 : 167,120,667 167,105,667 15,000

(X30,286,577) (X30,271,577) (X15,000)

노인 사회참여서비스 확충성과목표 : 76,789,490 76,774,490 15,000

(X14,548,749) (X14,533,749) (X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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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000 570,000 15,000

(X300,000) (X285,000) (X15,000)

15,000(11-2315-210-307-02) 민간경상보조

15,000,000원 = 15,000  ㅇ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 추가지원 (X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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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여성국



2004-10-07

문화국 300,258,330 300,238,330 20,000

(X34,281,722) (X34,261,722) (X20,000)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전략목표 : 62,314,408 62,294,408 20,000

(X6,939,000) (X6,919,000) (X20,000)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화.수준향상성과목표 : 5,665,324 5,645,324 20,000

(X30,000) (X10,000) (X2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청소년 서바이벌게임 이용자 만족도 74% 75% 76% 서바이벌게임장 이용자 만족도 현장조사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수 45천명 48천명 50천명 프로그램별 청소년 참여자수 확인

0953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지원 20,000 0 20,000

(X20,000) (X0) (X20,000)

20,000(11-2114-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00원 * 2개 자치구 = 20,000  ㅇ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 청소년사업 지원 (X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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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2004-10-07

도시계획국 486,878,626 485,742,526 1,136,100

(X7,017,276) (X5,881,176) (X1,136,100)

지역균형발전도모전략목표 : 111,044,676 109,908,576 1,136,100

(X6,923,100) (X5,787,000) (X1,136,100)

재래시장 활성화성과목표 : 19,144,676 18,008,576 1,136,100

(X6,923,100) (X5,787,000) (X1,1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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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6,600 7,630,500 1,136,100

(X6,810,600) (X5,674,500) (X1,136,100)

1,136,100(11-242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361,000,000원 * 10% = 1,136,100  ㅇ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상인자부담 인하 (X1,1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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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국



2004-10-07

주택국 948,872,473 946,366,473 2,506,000

(X16,606,000) (X14,100,000) (X2,506,000)

저소득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전략목표 : 281,813,242 279,313,242 2,500,000

(X2,500,000) (X0) (X2,500,000)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성과목표 : 82,193,063 79,693,063 2,500,000

(X2,500,000) (X0) (X2,5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주택보급률 84.54% 86.62% 88.67% 실적확인

전세보증금 지원가구수 18,000가구 20,000가구 22,000가구 실적확인

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실적(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가구수)

5,898가구 7,769가구 9,166가구 실적확인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 및 조정건수 30,000건수 30,000건수 30,000건수 실적확인

주택정책종합계획 수립 용역발주 계획수립

6117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5,000,000 2,500,000 2,500,000

(X2,500,000) (X0) (X2,500,000)

2,500,000(11-2411-210-402-01) 민간자본보조

2,500,000,000원 = 2,500,000  ㅇ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X2,500,000)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전략목표 : 33,007,534 33,001,534 6,000

(X6,000) (X0) (X6,000)

도시문화와 디자인 수준 향상성과목표 : 6,833,890 6,827,890 6,000

(X6,000) (X0) (X6,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포토아일랜드 조성사업 설치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실적확인

종로 Upgrade 프로젝트 추진 계획수립 200개소/30% 500개소/70% 실적및 공정률

6102 재난관련 주택복구 6,000 0 6,000

(X6,000) (X0) (X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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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국



6,000(11-24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원 * 2동 =

6,000  ㅇ2004.7.2~4및 7.12~17 기간중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X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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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