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4-30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10,163,210,603 8,096,70310,155,113,900

    500  보조금 461,289,446 8,096,703453,192,743

      510  국고보조금등 461,289,446 8,096,703453,192,743

        511  국고보조금등 461,289,446 8,096,703453,192,743

        01  국고보조금 413,429,409 5,866,780407,562,629

  ㅇ가족보육담당관 50,000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1개소) 50,000,000원 50,000

 ㅇ장애인복지과 559,521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559,521,000원 559,521

 ㅇ관광과 90,000

    · 시티투어홍보 50,000,000원 50,000

    ·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40,000,000원 40,000

 ㅇ문화재과 5,160,000

    ·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 160,000,000원 160,000

    · 풍납토성 복원 · 보상 5,000,000,000원 5,000,000

 ㅇ농수산유통과 1,975

    · 가축방역사업 1,975,000원 1,975

 ㅇ토지관리과 5,284

    ·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5,284,000원 5,284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238,800 19,80017,219,000

  ㅇ투자유치담당관 19,800

    ·외국인투자유치 및 투자환경조성 19,800,000원 19,800

        03  기금 30,621,237 2,210,12328,411,114

  ㅇ여성정책담당관(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사업비) 172,200,000원 172,200

  ㅇ여성정책담당관(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 123,623

    · 치료·회복사업 106,123,000원 1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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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 직업훈련 17,500,000원 17,500

 ㅇ여성정책담당관(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86,849

    · 법률지원 68,750,000원 68,750

    · 의료지원 58,350,000원 58,350

    · 직업훈련 55,920,000원 55,920

    · 피해자 치료회복 74,635,000원 74,635

    · 쉼터운영비 지원 29,194,000원 29,194

 ㅇ보건정책과(국민건강증진기금 자치구 지원) 1,607,813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1/4분기) 10,300,000원 10,300

    · 정신보건센터 운영(1/4분기) 66,938,000원 66,938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1/4분기) 10,493,000원 10,493

    · 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 1,500,000원 1,500

    · 건강생활실천사업(1/4분기) 341,075,000원 341,075

    · 보건소 금연클리닉운영(상반기) 1,177,507,000원 1,177,507

 ㅇ보건정책과(에이즈예방 교육홍보사업) 19,638,000원 1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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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30

복지건강국 1,781,557,392 1,778,737,748 2,819,644
(X470,572,727) (X467,753,083) (X2,819,644)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59,748,780 59,116,108 632,672
(X7,154,285) (X6,521,613) (X632,672)

소외여성 지원확대로 여성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7,231,696 6,649,024 582,672
(X2,611,923) (X2,029,251) (X582,67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성매매종사여성 상담실적 및 입소율 3,000건 3,500건 4,000건 성매매상담실적 및 입소실적 확인

여성보호시설 운영 개소수 49개소 50개소 51개소 여성보호시설 개소수 조사

무의탁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78% 79% 80%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출청소녀 거리상담 실적 6,500명 7,500명 8,500명 상담인원수 확인

0407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881,368 585,545 295,823

(X552,068) (X256,245) (X295,823)

295,823(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172,200  ㅇ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복권기금)  

172,200,000원 = 172,200    · 상담소 및 쉼터 15개소 (X172,200)

 = 123,623  ㅇ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복권기금)  

106,123,000원 = 106,123    · 치료·회복사업 (X106,123)

17,500,000원 = 17,500    · 직업훈련 (X17,500)

0411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지원 1,416,539 1,129,690 286,849
(X540,944) (X254,095) (X286,849)

286,849(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286,849  ㅇ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복권기금)  

 = 68,750    ·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68,750,000원 = 68,750      - 상담센터 및 쉼터 9개소 (X68,750)

 = 58,350    · 성매매피해여성 의료지원  

58,350,000원 = 58,350      - 상담센터 및 쉼터 15개소 (X58,350)

 = 55,920    · 성매매피해여성 직업훈련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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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0,000원 = 55,920      - 쉼터13개소 (X55,920)

 = 74,635    · 성매매피해여성 치료회복프로그램  

74,635,000원 = 74,635      - 쉼터13개소 (X74,635)

 = 29,194    · 쉼터 운영비 지원  

29,194,000원 = 29,194      - 쉼터 2개소 (X29,194)

아동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로 건강한 아
동 및 가정 육성

성과목표 : 52,517,084 52,467,084 50,000
(X4,542,362) (X4,492,362) (X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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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3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527,500 477,500 50,000
(X50,000) (X0) (X50,000)

50,000(11-232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00원 = 50,000  ㅇ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1개소) (X50,000)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복지수준 제
고

전략목표 : 205,833,015 205,273,494 559,521
(X13,439,053) (X12,879,532) (X559,521)

장애인 능력배양 및 지원으로 생활기반 조
성

성과목표 : 39,812,203 39,252,682 559,521
(X9,961,741) (X9,402,220) (X559,52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신규발굴율 22,000명 22,500명 23,000명 지원실적 및 신규발굴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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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후원·결연사업 목표 및 증가율 1,200백만원 1,300백만원 1,400백만원 증가실적 확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실적 및 이용실적 86명/376명 112명/416명 132명/456명 확충 및 이용실적 확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 및 이용증가율 7개소 9개소 12개소 확충실적 및 이용자증가실적 확인

공판장 판매실적 1,210백만원 1,230백만원 1,260백만원 판매실적

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수 1,849명 1,929명 2,009명 장애인근로인원

0618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24,153,995 23,594,474 559,521

(X9,460,918) (X8,901,397) (X559,521)

559,521(11-2314-21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59,521,000원 = 559,521  ㅇ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X559,521)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제고

전략목표 : 94,530,778 92,903,327 1,627,451
(X19,672,709) (X18,045,258) (X1,627,451)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4,908,784 4,889,146 19,638
(X1,782,654) (X1,763,016) (X19,63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급성전염병 보균 검진율 92% 93% 94% 검진실적/위생업소×3.5명(종업원수 40만명) 확인

임시예방 접종률 500,000명 520,000명 540,000명 접종대상자수 확인

성병 치료율 90% 93% 95% 검진 및 치료실적 확인

결핵환자 관리(신환자검진 및 치료율) 3,000명/81% 2,700명/84% 2,400명/87% 신환자 검진 및 치료실적 확인

에이즈 감염자 발견율 0.13% 0.17% 0.2% 에이즈 양성자 발견 비율 확인

외국인 근로자 검진 3,000건 3,100건 3,200건 검진실적 확인

2207 에이즈 예방관리 1,695,638 1,676,000 19,638
(X719,638) (X700,000) (X19,638)

4,875(11-2212-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4,875,000 = 4,875  ㅇ에이즈예방 일시사역인부임 (X4,875)

3,138(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2,013,000원 = 2,013  ㅇ홍보물제작비 (X2,013)

1,125,000원 = 1,125  ㅇ에이즈교육비 및 회의비 (X1,125)

600(11-2212-210-202-01) 국내여비

600,000원 = 600  ㅇ에이즈예방교육 여비 (X6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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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5(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1,025,000원 = 11,025  ㅇ보건소 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 (X11,025)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성과목표 : 40,922,346 39,314,533 1,607,813
(X17,431,355) (X15,823,542) (X1,607,81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암 검진률 25% 30% 35% 검진자수/(저소득검진대상자수 369,000명)

영유아 예방접종률 79% 81% 82% 접종실적(%)/대상자수(0~6세) 확인

재가 만성질환자 등록률 20% 25% 30% 만성질환자등록수/총방문대상자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실적 및 재입원 감소실적 12%/40명 11%/50명 10%/60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실적 및 재입원감소실적 확인
(정신보건센터 등록조사)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76.9% 79% 81% 보건소에 대한 행정품질평가 결과 확인

허위·과대광고등 불법의료행위 점검실적 7,000개소 7,500개소 8,000개소 점검실적

의약품 등 판매·조제 점검실적 및 위반감소율 3.7%/28회 3.4%/32회 3.1%/36회 위반감소율(%)/점검실적

6701 국민건강증진기금자치구지원사업 1,607,813 0 1,607,813

(X1,607,813) (X0) (X1,607,813)

1,607,813(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0,300,000원 = 10,300  ㅇ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1/4분기) (X10,300)

66,938,000원 = 66,938  ㅇ정신보건센터 운영(1/4분기) (X66,938)

10,493,000원 = 10,493  ㅇ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1/4분기) (X10,493)

1,500,000원 = 1,500  ㅇ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 (X1,500)

341,075,000원 = 341,075  ㅇ건강생활실천사업(1/4분기) (X341,075)

1,177,507,000원 = 1,177,507  ㅇ보건소 금연클리닉누영(상반기) (X1,177,507)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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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30

문화국 352,497,706 347,247,706 5,250,000
(X30,935,044) (X25,685,044) (X5,250,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36,360,637 31,200,637 5,160,000
(X19,833,796) (X14,673,796) (X5,160,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1,923,920 26,763,920 5,160,000
(X19,825,796) (X14,665,796) (X5,16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북한산성 복원 0m(279) 300m(579) 350m(929) 북한산성 복원실적 확인

풍납토성 토지보상 5235/54428 6000/60428 6000/66428 풍납토성 보상면적 확인(㎥)

유형문화재 발굴지정 25건 25건 25건 유형문화재 발굴지정 건수 확인

서울관련 사료책자 발간 및 서울 역사,문화 탐방 9권/400명 10권/400명 10권/400명 사료책자 발간/서울역사 문화탐방 인원 확인

등록문화재 등록 13건(13건) 10건(23건) 10건(33건) 등록문화재 등록건수 확인

0220 풍납토성 복원비 20,526,429 15,526,429 5,000,000

(X17,000,000) (X12,000,000) (X5,000,000)

5,000,000(11-2112-210-401-01) 시설비

5,000,000,000원 = 5,000,000  ㅇ풍납토성 복원 · 보상 (X5,000,000)

0254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160,000 0 160,000
(X160,000) (X0) (X160,000)

118,368(11-2112-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118,368,000원 = 118,368  ㅇ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강북지역) (X118,368)

41,632(11-2112-210-201-01) 일반운영비

41,632,000원 = 41,632  ㅇ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강북지역) (X41,632)

관광활성화를 통한 관광문화 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4,613,988 4,523,988 90,000
(X159,648) (X69,648) (X90,000)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성과목표 : 889,100 839,100 50,000
(X79,648) (X29,648) (X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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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도심부 도보관광 참여인원 수 8천명 9천명 10천명 도심부 도보관광 참여인원 수 확인

도심부 도보관광 코스개발 3개소(8개소) 1개소(9개소) 1개소(10개소) 도심부 도보관광 코스개발 실적 확인

서울 시티투어버스 이용자 수(외국인 이용자 수) 57천명(23천명) 60천명(24천명) 63천명(25천명) 서울시티투어버스 이용자 수 확인

관광불편신고 처리기간 단축 19일 18일 17일 관광불편신고 처리기간 확인

0501 서울시티투어 운영지원 183,600 133,600 50,000

(X50,000) (X0) (X50,000)

50,000(11-2113-210-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0원 = 50,000  ㅇ시티투어홍보 (X50,000)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성과목표 : 2,162,625 2,122,625 40,000
(X60,000) (X20,000) (X4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서울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응모 상품 수 3,000점 3,100점 3,100점 서울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응모 상품 수 확인

왕궁수문장 재현 관람자 수 900천명 1,000천명 1,000천명 관람자 수 확인(궁 관리소 입장객 통계 기준)

0542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40,000 0 40,000
(X40,000) (X0) (X40,000)

40,000(11-211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40,000  ㅇ2005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40,000,000원 = 40,000    ·종로구 인사동 "포도대장과 그 순라꾼들" (X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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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국



2005-04-30

산업국 387,526,550 387,504,775 21,775
(X5,740,215) (X5,718,440) (X21,775)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조성전략목표 : 7,178,704 7,158,904 19,800

(X19,800) (X0) (X19,800)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성과목표 : 101,640 81,840 19,800

(X19,800) (X0) (X19,8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국제금융센터 건립 공정률 설계50% 공사20% 공사60% 공정률 확인

국제금융센터건립 자문단 운영횟수 8회 8회 8회 SIFC건립자문단 운영횟수

국제금융도시 육성전략개발 자문단 운영횟수 4회 4회 4회 SIFC실무전문가 자문단 운영횟수

0154 서울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하기위한 자문단운영 101,640 81,840 19,800

(X19,800) (X0) (X19,800)

2,300(11-3211-210-201-01) 일반운영비

2,300,000원 = 2,300  ㅇ회의 및 조인식 경비지원 (X2,300)

9,000(11-3211-210-202-03) 국외여비

9,000,000원 = 9,000  ㅇ국제금융도시 시찰 벤치마킹 (X9,000)

8,500(11-3211-210-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0,000원 = 8,500  ㅇ조인식 및 간담회비 등 (X8,500)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208,242,877 208,240,902 1,975

(X4,720,415) (X4,718,440) (X1,975)

농수산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시민생활보
호

성과목표 : 10,196,282 10,194,307 1,975

(X3,691,983) (X3,690,008) (X1,97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50,000건 55,000건 60,000건 지도단속 건수

친환경농장 조성운영(구좌) 5,500 7,000 8,000 참여구좌 확인조사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 430 440 470 검사 건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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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건수 8,700 8,900 9,000 검사건수 확인

가축방역수(두) 107,487두 238,780두 250,719두 방역대장 확인

도시농업 육성지원 실적 940백만원 1,108백만원 1,123백만원 지원실적

농업관련 교육생 만족도 84% 84% 자체 설문조사

도시농업기술 보급 사업수 22 23 24 도시농업기술보급 사업추진 결과확인

도시농업기술 만족도 70% 75% 도시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결과 자체설문조사

유기동물 보호(두수) 6,800 13,000 15,000 관리두수 확인

0302 가축방역사업 674,188 672,213 1,975

(X319,174) (X317,199) (X1,975)

1,975(11-3111-210-206-01) 재료비

 = 1,975  ㅇ가축방역 예방약 구입  

350,000원 = 350    · 광견병 (X350)

864,000원 = 864    · 꿀벌기생충 (X864)

752,000원 = 752    · 검진 (X752)

9,000원 = 9    · 조달수수료 (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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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국



2005-04-30

도시계획국 778,477,497 778,472,213 5,284

(X6,238,284) (X6,233,000) (X5,284)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행정 서비스 제고전략목표 : 9,529,646 9,524,362 5,284

(X5,284) (X0) (X5,284)

도시계획 및 토지관련 정보의 전산화로 시
민편의 증진

성과목표 : 743,646 738,362 5,284

(X5,284) (X0) (X5,284)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유지관리 용역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0509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 5,284 0 5,284

(X5,284) (X0) (X5,284)

5,284(11-242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284,000원 = 5,284  ㅇ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X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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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