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4-30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10,155,113,900 4,968,43010,150,145,470

    500  보조금 453,192,743 4,968,430448,224,313

      510  국고보조금등 453,192,743 4,968,430448,224,313

        511  국고보조금등 453,192,743 4,968,430448,224,313

        03  기금 28,411,114 4,968,43023,442,684

  ㅇ청소년담당관 1,324,500

    ·결식아동 급식지원 1,324,500,000원 1,324,500

 ㅇ사회과 3,635,000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3,635,000,000원 3,635,000

 ㅇ여성정책담당관 8,930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 8,930,000원 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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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30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000,000 1,500,0008,500,000

    100  한강수질개선사업 10,000,000 1,500,0008,500,000

      130  보조금 9,051,194 1,500,0007,551,194

        131  국고보조금 9,051,194 1,500,0007,551,194

        03  기금수입 9,051,194 1,500,0007,551,194

  ㅇ수질과 1,500,000

    ·잠실시영아파트주변 분류오수관 설치 664,000,000원 * 1식 664,000

    ·성내천좌안 분류식오수관거 설치 836,000,000원 * 1식 8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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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30

복지건강국 1,778,737,748 1,773,769,318 4,968,430
(X467,753,083) (X462,784,653) (X4,968,43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852,441,890 848,806,890 3,635,000
(X360,052,953) (X356,417,953) (X3,635,000)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815,791,221 812,156,221 3,635,000
(X335,961,694) (X332,326,694) (X3,63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선정수 700명 800명 900명 자치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한 실사

저소득틈새계층지원 확충실적 2,700명 3,000명 3,300명 지원실적

노숙자 자활교육 참여실적 900명 950명 1,000명 자활교육 참여실적 확인

쪽방거주자 지원실적 514백만원 540백만원 567백만원 지원실적 확인

0331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 3,635,000 0 3,635,000
(X3,635,000) (X0) (X3,635,000)

3,635,000(11-2311-210-307-02) 민간경상보조

3,635,000,000원 = 3,635,000  ㅇ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X3,635,00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전략목표 : 14,661,447 14,652,517 8,930
(X8,930) (X0) (X8,930)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로 사회적 역할 제
고

성과목표 : 7,679,870 7,670,940 8,930
(X8,930) (X0) (X8,93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율 34% 36% 38% 서울시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자원봉사학교 참여실적 82% 85% 87% 봉사학교 교육목표 달성도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율 제고 45% 55% 70% 국제회의장, 아트홀, 연수시설 등 이용율 조사

평등교육 참여실적 및 만족도 80% 83% 85% 여성학강좌 만족도 조사

성인지 여성정책종합평가 실시기관 1개국,자치구 3개국,자치구 전실국,자치구 실국 성별영향평가대상 부서

(X8,930) (X0) (X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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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6109 자원봉사학교 설치· 운영 78,570 69,640 8,930

8,930(11-2321-210-307-05) 민간위탁금

 = 8,930  ㅇ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지원(기금)  

8,184,000원 = 8,184    · 인건비 (X8,184)

746,000원 = 746    · 4대보험료 및 센터운영비 (X746)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59,116,108 57,791,608 1,324,500
(X6,521,613) (X5,197,113) (X1,324,500)

아동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로 건강한 아
동 및 가정 육성

성과목표 : 52,467,084 51,142,584 1,324,500
(X4,492,362) (X3,167,862) (X1,324,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아동그룹홈운영 시설확충 및 평균 수용실적 2개소 3개소 4개소 아동그룹홈시설 확충 및 평균 수용실적 확인

가정위탁보호 인원수 450명 480명 510명 가정위탁보호 아동수 조사

공부방 확충 및 이용실적 77개소 93개소 100개소 확충 및 이용실적 확인

복지시설 아동 대학 진학률 53명 55명 60명 대학진학 아동수 조사

아동학대 신고처리 910건 960건 1,010건 신고처리 실적 확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 4,400명 4,600명 4,800명 예방교육 실적 확인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결연율 50% 70% 90% 결연추진 실적

어린이 안전교육 참여 실적 47,000명 56,500명 71,500명 서울시 2,3학년 어린이 수치 대비 실적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세대) 8,549 9,809 9,950 지원 실적 확인

가정상담소 상담 실적 7,000건 8,000건 9,000건 상담건수 확인

0307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 9,345,900 8,021,400 1,324,500
(X1,324,500) (X0) (X1,324,500)

1,324,500(11-2324-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324,500,000원 = 1,324,500  ㅇ결식아동 급식지원(기금) (X1,3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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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2005-04-30

환경국 531,558,820 530,058,820 1,500,000
(X67,000,045) (X65,500,045) (X1,500,000)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전략목표 : 15,493,964 13,993,964 1,500,000
(X1,500,000) (X0) (X1,500,000)

한강수질개선성과목표 : 11,782,364 10,282,364 1,500,000
(X1,500,000) (X0) (X1,5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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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질오염도(BOD) - 가양 3.2ppm 3.1ppm 3.0ppm 환경부 수질측정망 수질측정자료 확인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합동단속) 연10회 연10회 연10회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실적 확인

0109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923,000 1,423,000 1,500,000

(X1,500,000) (X0) (X1,500,000)

1,500,000(29-1211-210-401-01) 시설비

664,000,000원 = 664,000  ㅇ잠실시영아파트주변 분류오수관 설치 (X664,000)

836,000,000원 = 836,000  ㅇ성내천좌안 분류식오수관거 설치 (X8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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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