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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11,255,488,393 12,107,07811,243,381,315

    600  보조금 533,124,876 12,107,078521,017,798

      610  국고보조금등 533,124,876 12,107,078521,017,798

        611  국고보조금등 533,124,876 12,107,078521,017,798

        01  국고보조금 등 533,124,876 12,107,078521,017,798

  ㅇ재무과 28,000

    .복식부기 시험운영기관 지원 28,000

      -중구,성동구,성북구,관악구 4개기관 7,000,000원 * 4개구 28,000

 ㅇ노인복지과 48,750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비 28,125,000원 28,125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0,625,000원 20,625

 ㅇ교통계획과 10,000,000

    .지하철 부채원금상환 10,000,000,000원 10,000,000

 ㅇ뉴타운사업본부(재래시장대책반) 1,374,866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금남,자양골목시장) 2,183,110,000원 * 60% 1,309,866

    .재래시장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구축 130,000,000원 * 50% 65,000

 ㅇ보육지원과 655,462

    .모자보호시설운영 79,144,000원*50% 39,572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1,231,780,000원 * 50% 61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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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국 114,962,551 114,934,551 28,000

(X28,000) (X0) (X28,000)

효율적인 재무관리전략목표 : 79,920 51,920 28,000

(X28,000) (X0) (X28,000)

회계제도  개선성과목표 : 28,000 0 28,000

(X28,000) (X0) (X28,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계약업체 불만사항 개선 실적 50% 55% 계약업체에 대한 익명설문지 조사

정기예금 예치비율 97.4% 97.5% 97.5% 공공예금 대비 정기예금 비율 조사

0813 복식부기도입 사업추진 28,000 0 28,000

(X28,000) (X0) (X28,000)

28,000(11-126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28,000  ㅇ복식부기 확대시험운영기관 지원  

7,000,000원 * 4개기관 = 28,000    .중구, 성동구, 성북구, 관악구 (X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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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무국



2004-12-18

복지여성국 1,634,359,106 1,633,654,894 704,212

(X500,066,744) (X499,362,532) (X704,212)

소외여성과 아동의 사회참여 확대전략목표 : 57,208,367 56,552,905 655,462

(X22,081,959) (X21,426,497) (X655,462)

여성보호,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20,483,286 20,443,714 39,572

(X7,682,681) (X7,643,109) (X3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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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7,468 1,707,896 39,572

(X815,536) (X775,964) (X39,572)

39,572(11-2322-210-307-02) 민간경상보조

79,144,000원 * 50% = 39,572  ㅇ모자보호시설운영 (X39,572)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성과목표 : 36,725,081 36,109,191 615,890

(X14,399,278) (X13,783,388) (X61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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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2,575,147 21,959,257 615,890

(X9,621,978) (X9,006,088) (X61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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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여성국



615,890(11-2324-210-307-02) 민간경상보조

1,231,780,000원 * 50% = 615,890  ㅇ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X615,890)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전략목표 : 170,619,242 170,570,492 48,750

(X33,785,152) (X33,736,402) (X48,750)

노인재가복지서비스 확대성과목표 : 23,693,842 23,645,092 48,750

(X3,003,995) (X2,955,245) (X48,75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상시 모니터링 노인수 7,357명 8,117명 20,536명 건강음료 지원실적

중증(중풍, 치매)서비스 수혜노인수 683명 750명 850명 가정도우미, 유급가정봉사원 서비스 실적

노인의집 확충 62개소 64개소 66개소 확충실적

경증서비스 수혜노인수 3,710명 3,900명 4,100명 가정도우미, 무급가정봉사원 서비스 실적

식사배달 서비스 수혜노인수 5,252명 5,493명 5,650명 식사배달 실적

0826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48,750 0 48,750

(X48,750) (X0) (X48,750)

20,625(11-2315-210-307-05) 민간위탁금

20,625,000원 = 20,625  ㅇ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X20,625)

28,125(11-2315-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28,125,000원 = 28,125  ㅇ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비 (X2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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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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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 2,774,039,921 2,764,039,921 10,000,000

(X116,874,000) (X106,874,000) (X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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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예산전략목표 : 1,967,735,773 1,957,735,773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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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예산성과목표 : 1,967,735,773 1,957,735,773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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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  검증방법 :

9921 지방채상환 579,638,921 569,638,921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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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11-5111-210-702-01) 기금전출금

10,000,000,000원 = 10,000,000  ㅇ지하철 부채 원금상환금 (X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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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국



2004-12-23

도시계획국 488,253,492 486,878,626 1,374,866

(X8,392,142) (X7,017,276) (X1,374,866)

지역균형발전도모전략목표 : 112,419,542 111,044,676 1,374,866

(X8,297,966) (X6,923,100) (X1,374,866)

재래시장 활성화성과목표 : 20,519,542 19,144,676 1,374,866

(X8,297,966) (X6,923,100) (X1,37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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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6,466 8,766,600 1,309,866

(X8,120,466) (X6,810,600) (X1,309,866)

1,309,866(11-242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1,309,866  ㅇ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추가선정  

2,183,110,000원 * 60% = 1,309,866    .금남, 자양골목시장 (X1,309,866)

0169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 122,826 57,826 65,000

(X65,000) (X0) (X65,000)

65,000(11-2425-210-307-02) 민간경상보조

130,000,000 * 50% = 65,000  ㅇ재래시장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구축 (X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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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