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2-18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11,243,381,315 7,015,59611,236,365,719

    600  보조금 521,017,798 7,015,596514,002,202

      610  국고보조금등 521,017,798 7,015,596514,002,202

        611  국고보조금등 521,017,798 7,015,596514,002,202

        01  국고보조금 등 521,017,798 7,015,596514,002,202

  ㅇ여성정책과 1,020,524

    .성매매피해자 구조 · 지원사업비 283,340

      - 법률지원 189,400,000원 189,400

      - 의료지원 52,380,000원 52,380

      - 직업훈련 39,560,000원 39,560

      - 안전시설 설치 · 유지 2,000,000원 2,000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사업비 255,283,000원 255,283

    .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 152,793

      - 치료 · 회복사업 116,793,000원 116,793

      - 직업훈련 36,000,000원 36,00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등 271,200

      - 운영비 인센티브 152,200,000원 152,200

      - 임차보증금 119,000,000원 119,000

    .성매매방지 및 선도보호사업 운영비 57,908,000원 57,908

 ㅇ보육지원과 1,612,434

    .보육시설 개보수비 354,090,000원 * 40% 141,636

    .모자보호시설운영 82,464,000원 * 50% 41,232

    .저소득부 · 모자가정지원 2,809,106,000원 * 50% 1,404,553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 50,026,000원 * 50% 25,013

 ㅇ노인복지과 3,104,772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시설비 776,193,000원 77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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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시설비 2,328,579,000원 2,328,579

 ㅇ장애인복지과 124,18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24,187,000원 124,187

 ㅇ보건과 269,431

    .알코올의존자 전용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200,000,000원 200,000

    .저소득암검진사업비 1,000원 1

    .저소득층 소아백혈병의료비 55,100,000원 55,10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14,330,000원 14,330

 ㅇ농수산유통과 251,84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7,130,000원 7,130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244,718,000원 244,718

 ㅇ산업지원과 179,000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지원(영등포구) 179,000,000원 179,000

 ㅇ관광과 44,000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지원 44,000,000원 44,000

 ㅇ문화재과 101,400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96,600,000원 96,600

    .문화재안내판 신설 · 정비(신규지정문화재 등) 4,800,000원 4,800

 ㅇ대기보전과 308,000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DPF부착) 308,000,000원 3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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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업특별회계 650,591,000 840,000649,751,000

    100  교통관리계정 628,760,000 840,000627,920,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48,765,000 840,00047,925,000

        131  국고보조금 48,765,000 840,00047,925,000

        01  국고보조금 48,765,000 840,00047,925,000

  ㅇ교통정보반 840,000

    .사당-수원축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연계(시범사업) 840,000,000원 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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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8

복지여성국 1,633,656,894 1,627,525,546 6,131,348

(X499,364,532) (X493,233,184) (X6,131,348)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전략목표 : 15,099,803 14,828,603 271,200

(X2,487,720) (X2,216,520) (X271,200)

여성직업교육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성과목표 : 7,484,428 7,213,228 271,200

(X2,443,345) (X2,172,145) (X271,2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직업훈련교육 만족도 77% 77.5% 78% 교육생 만족도 조사

직업훈련교육생 취업률 21% 23% 25% 교육생 취업률 조사

6107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2,893,345 2,622,145 271,200

(X2,443,345) (X2,172,145) (X271,200)

152,20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152,200,000원 = 152,200  ㅇ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인센티브) (X152,200)

119,000(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119,000,000원 = 119,000  ㅇ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X119,000)

소외여성과 아동의 사회참여 확대전략목표 : 56,554,905 54,334,783 2,220,122

(X21,428,497) (X19,208,375) (X2,220,122)

여성보호,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20,445,714 18,250,605 2,195,109

(X7,645,109) (X5,450,000) (X2,1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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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1 모자보호시설 운영 1,707,896 1,666,664 41,232

(X775,964) (X734,732) (X41,232)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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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2(11-2322-210-307-02) 민간경상보조

82,464,000원 * 50% = 41,232  ㅇ모자보호시설운영 (X41,232)

0402 선도보호시설 지원 1,036,919 992,661 44,258

(X439,258) (X395,000) (X44,258)

44,258(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88,516,000원 * 50% = 44,258  ㅇ선도보호시설 운영 지원 (X44,258)

0407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1,356,025 947,949 408,076

(X1,028,035) (X619,959) (X408,076)

408,076(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255,283,000원 = 255,283  ㅇ가정폭력피해자 교정 · 치료사업비 (X255,283)

 = 152,793  ㅇ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  

116,793,000원 = 116,793    .치료 · 회복사업 (X116,793)

36,000,000원 = 36,000    .직업훈련 (X36,000)

0411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지원 2,541,110 2,244,120 296,990

(X903,030) (X606,040) (X296,990)

294,99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13,650,000원 * 2개소 * 50% = 13,650  ㅇ현장상담센터 운영지원 (X13,650)

 = 189,400  ㅇ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189,400,000원 = 189,400    .상담센터 및 쉼터 12개소 (X189,400)

 = 52,380  ㅇ성매매피해여성 의료지원  

52,380,000원 = 52,380    .상담센터 및 쉼터 13개소 (X52,380)

 = 39,560  ㅇ성매매피해여성 직업훈련  

39,560,000원 = 39,560    .쉼터 10개소 (X39,560)

2,000(11-2321-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2,000,000원 * 1개소 = 2,000  ㅇ현장상담센터 안전시설 설치 · 유지 (X2,000)

0601 저소득 부·모자가정지원 7,595,060 6,190,507 1,404,553

(X2,731,680) (X1,327,127) (X1,404,553)

1,404,553(11-2322-21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809,106,000원 * 50% = 1,404,553  ㅇ저소득 부 · 모자가정 지원 (X1,404,553)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성과목표 : 36,109,191 36,084,178 25,013

(X13,783,388) (X13,758,375) (X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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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193,997 1,168,984 25,013

(X609,505) (X584,492) (X25,013)

25,013(11-2324-210-402-01) 민간자본보조

50,026,000원 * 50% = 25,013  ㅇ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 (X25,013)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전략목표 : 149,312,418 149,170,782 141,636

(X38,361,004) (X38,219,368) (X141,636)

보육기반 구축성과목표 : 9,781,469 9,639,833 141,636

(X1,026,748) (X885,112) (X141,63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맞벌이가정 보육수요 충족률 88% 89% 89.8% 정원대비 보육인원 비율

민간어린이집 보육아동 인원수 89,060명 95,373명 97,123명 민간어린이집 보육아동 인원수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235개소 270개소 305개소 방과후 보육지원시설 개소수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 42개소 72개소 102개소 영아전담시설 설치 개소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201개소 311개소 421개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개소수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확충 60개소 65개소 70개소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수

0204 보육시설기능보강 6,060,832 5,919,196 141,636

(X1,026,748) (X885,112) (X141,636)

141,636(11-2323-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4,090,000원 * 40% = 141,636  ㅇ보육시설 개보수비 (X141,636)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전략목표 : 170,570,492 167,465,720 3,104,772

(X33,736,402) (X30,631,630) (X3,104,772)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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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보호 시설 확충성과목표 : 41,361,279 38,256,507 3,104,772

(X14,805,315) (X11,700,543) (X3,104,77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치매노인 보호시설 수용률 36% 37% 46% 실적

전문요양시설 확충(실비포함) 6개소 9개소 9개소 확충실적

주.단기보호시설 확충 28개소 34개소 40개소 확충실적

0711 중랑노인전문요양원건립 2,365,593 1,589,400 776,193

(X1,137,213) (X361,020) (X776,193)

776,193(11-2315-210-401-01) 시설비

776,193,000원 = 776,193  ㅇ중랑노인전문요양원 건립시설비 (X776,193)

0721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건립 9,211,579 6,883,000 2,328,579

(X3,104,772) (X776,193) (X2,328,579)

2,328,579(11-2315-210-401-01) 시설비

2,328,579,000원 = 2,328,579  ㅇ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시설비 (X2,328,579)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전략목표 : 221,764,462 221,640,275 124,187

(X46,567,479) (X46,443,292) (X124,187)

장애인 사회적응 능력 강화성과목표 : 62,625,912 62,501,725 124,187

(X20,201,632) (X20,077,445) (X12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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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6,892,482 6,768,295 124,187

(X2,932,748) (X2,808,561) (X124,187)

124,187(11-2314-210-307-02) 민간경상보조

124,187,000원 = 124,187  ㅇ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X124,187)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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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전략목표 : 69,020,991 68,751,560 269,431

(X14,715,461) (X14,446,030) (X269,431)

시민건강증진사업 강화성과목표 : 15,881,816 15,667,486 214,330

(X6,449,550) (X6,235,220) (X2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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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2,932,832 2,718,502 214,330

(X1,483,851) (X1,269,521) (X214,330)

14,330(11-2212-210-307-02) 민간경상보조

14,330,000원 = 14,330  ㅇ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X14,330)

200,000(11-2212-210-402-01) 민간자본보조

200,000,000원 = 200,000  ㅇ알코올의존자 전용사회복귀시설 지원 (X200,000)

의료사각지대 지원 강화성과목표 : 13,544,215 13,489,114 55,101

(X8,265,911) (X8,210,810) (X55,10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인원 1,791명 1,812명 1,850명 지원실적

저소득 무료암검진 대상자 수 28,000명 28,000명 28,000명 검진실적

장애인 건강검진 건수 1,350건 1,350건 1,350건 검진실적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검진 건수 3,000건 3,000건 3,000건 검진실적

응급의료기관 확충 실적 48개소 52개소 56개소 확충실적

1412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2,480,856 2,425,755 55,101

(X1,672,271) (X1,617,170) (X55,101)

55,101(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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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여성국



 = 55,101  ㅇ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1,000원 = 1    .저소득층건강보험가입자 검진비 (X1)

55,100,000원 = 55,100    .저소득층 소아백혈병의료비 (X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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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지여성국



2004-12-18

산업국 291,783,232 291,352,384 430,848

(X28,459,478) (X28,028,630) (X430,848)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구
축

전략목표 : 6,176,812 5,997,812 179,000

(X1,079,000) (X900,000) (X179,000)

창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성과목표 : 5,591,000 5,412,000 179,000

(X1,079,000) (X900,000) (X179,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산업지원센터 교육생 만족도 75% 80% 83% 산업지원센터 교육생 설문조사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수 95 110 120 창업보육센터 자료 확인

자치구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수 170개 210개 250개 자치구 창업보육센터 자료확인

대학생 창업동아리 참여 동아리수 35개 40개 40개 참여 대학 신청서 확인

산학연 협력사업 참여기업수 1,200개 1,250개 1,250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실적

서울국제벤처솔루션페어개최 470억 470억 480억 참여기업 상담실적

0158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 1,079,000 900,000 179,000

(X1,079,000) (X900,000) (X179,000)

179,000(11-32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79,000,000원 = 179,000  ㅇ벤처촉진지구 사업지원(영등포구) (X179,000)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132,248,266 131,996,418 251,848

(X2,013,756) (X1,761,908) (X251,848)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유통지원성과목표 : 6,981,119 6,729,271 251,848

(X1,953,756) (X1,701,908) (X251,84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친환경농장 조성 운영 4,000건 4,400건 4,700건 참여 계좌 확인

유해잔류물질 검사 건수 8,400건 8,400건 8,900건 유해잔류 물질 검사 건수

축산물 수거 검사 건수 400건 430건 440건 축산물 수거 검사 건수

농업인 및 시민교육 11,000명 11,000명 11,200명 교육실적확인

신기술 보급 사업수 22 22 23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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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가축방역수 8,900두 89,600두 89,800두 유해잔류물질 검사 건수

021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11,840 4,710 7,130

(X11,840) (X4,710) (X7,130)

7,130(11-3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7,130,000원 = 7,130  ㅇ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X7,130)

0311 논농업 직접 지불제 991,277 746,559 244,718

(X991,277) (X746,559) (X244,718)

244,718(11-3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44,718,000원 = 244,718  ㅇ논농업 직접지불사업 (X2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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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국



2004-12-18

문화국 300,548,210 300,402,810 145,400

(X34,571,602) (X34,426,202) (X145,400)

역사와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전략목표 : 33,778,691 33,677,291 101,400

(X18,354,912) (X18,253,512) (X101,4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27,711,618 27,610,218 101,400

(X17,520,720) (X17,419,320) (X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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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0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396,600 300,000 96,600

(X96,600) (X0) (X96,600)

96,6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6,600,000원 = 96,600  ㅇ문화재 긴급보수사업 (X96,600)

0213 문화재 안내판 신설,정비사업 36,800 32,000 4,800

(X4,800) (X0) (X4,800)

4,800(11-2112-210-401-01) 시설비

4,800,000원 = 4,800  ㅇ문화재안내판 신설 · 정비 사업 (X4,800)

매력있는 관광도시 육성전략목표 : 4,095,063 4,051,063 44,000

(X206,210) (X162,210) (X44,000)

경쟁력있는 관광상품 개발성과목표 : 1,593,607 1,549,607 44,000

(X94,000) (X50,000) (X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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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4,000) (X10,000) (X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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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0511 서울문화관광기념품 산업 육성지원 476,000 432,000 44,000

44,000(11-2113-210-307-05) 민간위탁금

44,000,000원 = 44,000  ㅇ전국관광기념공모전 입상작 상품지원 (X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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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국



2004-12-18

환경국 674,917,386 674,609,386 308,000

(X40,439,543) (X40,131,543) (X308,000)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5,418,154 5,110,154 308,000

(X1,568,000) (X1,260,000) (X308,000)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5,279,154 4,971,154 308,000

(X1,568,000) (X1,260,000) (X308,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저공해자동차 보급 135대 450대 300대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 확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1,630천대 1,630천대 1,650천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점검 대수확인

먼지발생사업장 단속횟수 13,000개소 7,000개소 8,000개소 공사장단속실적 확인

도로물청소 횟수 매일1회 매일1회 매일1회 도로물청소 실적 확인

0114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578,000 270,000 308,000

(X443,000) (X135,000) (X308,000)

308,000(11-2222-210-402-01) 민간자본보조

308,000,000원 = 308,000  ㅇ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X3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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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2004-12-18

교통국 2,764,039,921 2,763,199,921 840,000

(X106,874,000) (X106,034,000) (X840,000)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전략목표 : 428,323,250 427,483,250 840,000

(X91,062,000) (X90,222,000) (X840,000)

버스 기능 활성화성과목표 : 158,606,000 157,766,000 840,000

(X22,819,000) (X21,979,000) (X84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간,지선버스 운행 협정체결 버스운행 계획대비 실적 확인

0226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 5,840,000 5,000,000 840,000

(X840,000) (X0) (X840,000)

840,000(22-1111-210-401-01) 시설비

840,000,000원 = 840,000  ㅇ사당-수원축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연계 (X840,000)

0407 서울동남권유통단지개발 1,159,000 1,159,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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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