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2-18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11,269,360,849 13,872,45611,255,488,393

    600  보조금 546,997,332 13,872,456533,124,876

      610  국고보조금등 546,997,332 13,872,456533,124,876

        611  국고보조금등 546,997,332 13,872,456533,124,876

        01  국고보조금 등 546,997,332 13,872,456533,124,876

  ㅇ민원과 2,330,843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지원 2,330,843,000원 2,330,843

 ㅇ사회과 8,147,954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지원 8,147,954,000원 8,147,954

 ㅇ장애인복지과 1,342,94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189,500,000원 189,500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153,443,000원 1,153,443

 ㅇ보육지원과 65,098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130,196,000원 * 50% 65,098

 ㅇ대기과 1,056,618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DPF) 1,056,618,000원 1,056,618

 ㅇ조경과 929,000

    .4.19 기념도서관 주변 정비사업 929,000,000원 9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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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8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7,291,059 2,523307,288,536

    100  의료급여기금 307,291,059 2,523307,288,536

      130  보조금및교부세 152,291,534 2,523152,289,011

        131  국고보조금 152,291,534 2,523152,289,011

        01  국고보조금 152,291,534 2,523152,289,011

  ㅇ사회과 2,523

    .의료급여대상 진료비 2,523,000원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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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8

행정국 110,668,977 108,338,134 2,330,843

(X8,723,645) (X6,392,802) (X2,330,843)

시민중심의 자치시정 구현전략목표 : 15,159,086 12,828,243 2,330,843

(X8,723,645) (X6,392,802) (X2,330,843)

행정서비스 제공체계의 개선성과목표 : 8,958,496 6,627,653 2,330,843

(X8,723,645) (X6,392,802) (X2,330,84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민원실서비스 시민 만족도 91% 91% 92% 민원실서비스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새주소 Web 서비스 활용도 및 인지도 30% 35% 40% 새주소 Web 서비스 활용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0201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8,723,645 6,392,802 2,330,843

(X8,723,645) (X6,392,802) (X2,330,843)

2,330,843(11-1254-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330,843,000원 = 2,330,843  ㅇ여권발급업무대행자치구지원(종로구등 9개) (X2,3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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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국



2004-12-18

복지여성국 1,643,917,624 1,634,359,106 9,558,518

(X509,625,262) (X500,066,744) (X9,558,518)

시민기초생활보장전략목표 : 796,887,310 788,736,833 8,150,477

(X350,004,486) (X341,854,009) (X8,150,477)

사회취약계층 보호강화성과목표 : 725,047,937 716,897,460 8,150,477

(X321,853,343) (X313,702,866) (X8,150,47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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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06,079,692 197,931,738 8,147,954

(X142,407,653) (X134,259,699) (X8,147,954)

8,147,954(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8,147,954,000원 = 8,147,954  ㅇ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X8,147,954)

6101 의료급여사업 307,291,059 307,288,536 2,523

(X152,291,534) (X152,289,011) (X2,523)

2,523(28-1211-210-307-05) 민간위탁금

2,523,000원 = 2,523  ㅇ의료급여대상 진료비 (X2,523)

소외여성과 아동의 사회참여 확대전략목표 : 57,273,465 57,208,367 65,098

(X22,147,057) (X22,081,959) (X65,098)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성과목표 : 36,790,179 36,725,081 65,098

(X14,464,376) (X14,399,278) (X6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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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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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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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1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2,403,865 2,338,767 65,098

(X1,123,996) (X1,058,898) (X65,098)

65,098(11-2324-21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30,196,000원 * 50% = 65,098  ㅇ가정위탁 양육보조금 (X65,098)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전략목표 : 223,107,405 221,764,462 1,342,943

(X47,910,422) (X46,567,479) (X1,342,943)

장애인 사회적응 능력 강화성과목표 : 62,815,412 62,625,912 189,500

(X20,391,132) (X20,201,632) (X1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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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4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2,611,500 2,422,000 189,500

(X196,100) (X6,600) (X189,500)

189,500(11-2314-210-402-01) 민간자본보조

189,500,000원 = 189,500  ㅇ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X189,500)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성과목표 : 71,740,995 70,587,552 1,153,443

(X25,135,723) (X23,982,280) (X1,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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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4 장애인생활시설운영 33,631,818 32,478,375 1,153,443

(X13,782,302) (X12,628,859) (X1,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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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여성국



1,153,443(11-2314-210-307-02) 민간경상보조

1,153,443,000원 = 1,153,443  ㅇ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X1,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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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여성국



2004-12-18

환경국 676,903,004 674,917,386 1,985,618

(X42,425,161) (X40,439,543) (X1,985,618)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6,474,772 5,418,154 1,056,618

(X2,624,618) (X1,568,000) (X1,056,618)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6,335,772 5,279,154 1,056,618

(X2,624,618) (X1,568,000) (X1,05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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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4,618 578,000 1,056,618

(X1,499,618) (X443,000) (X1,056,618)

1,056,618(11-2222-210-402-01) 민간자본보조

1,056,618,000원 = 1,056,618  ㅇ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PF) (X1,056,618)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전략목표 : 464,954,619 464,025,619 929,000

(X19,216,913) (X18,287,913) (X929,000)

도시의 녹지벨트 조성성과목표 : 16,424,148 15,495,148 929,000

(X929,000) (X0) (X929,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녹지벨트 조성실적 12,870m 21,000m 20,000m 녹지벨트 조성실적 확인

0318 4·19 기념회관 앞 쉼터 조성 929,000 0 929,000

(X929,000) (X0) (X929,000)

929,000(11-2232-210-401-01) 시설비

929,000,000원 = 929,000  ㅇ토지보상 및 쉼터조성 (X9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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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