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4-30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10,167,606,847 4,396,24410,163,210,603

    500  보조금 465,685,690 4,396,244461,289,446

      510  국고보조금등 465,685,690 4,396,244461,289,446

        511  국고보조금등 465,685,690 4,396,244461,289,446

        01  국고보조금 414,338,391 908,982413,429,409

  ㅇ문화재과 630,000

    ·북한산성 보수 550,000,000원 550,000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 80,000,000원 80,000

 ㅇ공원과 1,557

    ·수원함양가꾸기, 큰나무공익조림 1,557,000원 1,557

 ㅇ환경과 18,500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18,500,000원 18,500

 ㅇ장애인복지과 258,92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180,000,000원 180,0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78,925,000원 78,925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891,800 653,00017,238,800

  ㅇ산업지원과 653,000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지원 653,000

      -영등포구 653,000,000원 653,000

        03  기금 33,455,499 2,834,26230,621,237

  ㅇ사회과 20,000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비 20,000,000원 20,000

 ㅇ보건정책과 2,464,063

    ·노인의치보철 사업 174,600,000원 174,600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 18,750,000원 18,750

    ·에이즈예방 교육홍보사업 19,638,000원 1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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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1,910,000,000원 1,910,000

    ·건강생활실천사업(2/4분기) 341,075,000원 341,075

 ㅇ청소년담당과 2,000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비 2,000,000원 2,000

 ㅇ여성정책담당관 348,199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286,849,000원 286,849

    ·가정·성폭력 피해자 중장기쉼터 운영비 61,350,000원 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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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30

복지건강국 1,784,648,579 1,781,557,392 3,091,187
(X473,663,914) (X470,572,727) (X3,091,187)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852,461,890 852,441,890 20,000
(X360,072,953) (X360,052,953) (X20,000)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815,811,221 815,791,221 20,000
(X335,981,694) (X335,961,694) (X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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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5,000 3,635,000 20,000
(X3,655,000) (X3,635,000) (X20,000)

20,000(11-2311-210-307-02) 민간경상보조

20,000,000원 = 20,000  ㅇ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비 (X20,000)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60,096,979 59,748,780 348,199
(X7,502,484) (X7,154,285) (X348,199)

소외여성 지원확대로 여성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7,579,895 7,231,696 348,199
(X2,960,122) (X2,611,923) (X34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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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718 881,368 61,350
(X613,418) (X552,068) (X61,35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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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61,350  ㅇ가정·성폭력 피해자중장기쉼터 운영비  

39,900,000원 = 39,900    ·가정폭력보호시설 (X39,900)

21,450,000원 = 21,450    ·성폭력보호시설 (X21,450)

0411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지원 1,703,388 1,416,539 286,849
(X827,793) (X540,944) (X286,849)

286,849(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68,750  ㅇ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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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350  ㅇ성매매피해여성 의료지원  

58,350,000원 = 58,350    ·상담센터 및 쉼터15개소 (X58,350)

 = 55,920  ㅇ성매매피해여성 직업훈련  

55,920,000원 = 55,920    ·쉼터 13개소 (X55,920)

 = 74,635  ㅇ성매매피해여성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74,635,000원 = 74,635    ·싐터 13개소 (X74,635)

 = 29,194  ㅇ쉼터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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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복지수준 제
고

전략목표 : 206,091,940 205,833,015 258,925
(X13,697,978) (X13,439,053) (X258,925)

장애인 능력배양 및 지원으로 생활기반 조
성

성과목표 : 39,992,203 39,812,203 180,000
(X10,141,741) (X9,961,741) (X18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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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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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7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618,500 438,500 180,000
(X180,000) (X0) (X18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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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11-2314-210-307-02) 민간경상보조

 = 180,000  ㅇ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시범사업  

180,000,000원 = 180,000    ·60,000,000원*3개소 (X180,000)

장애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으로 복지
수준 제고

성과목표 : 103,580,355 103,501,430 78,925
(X3,556,237) (X3,477,312) (X78,92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이용인원 35,500명 35,800명 36,000명 이용인원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수혜자수 1,100명 1,250명 1,550명 이용인원

여성장애인지원 수혜인원 1,400명 2,100명 2,800명 이용인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이용증가실적 134개소 139개소 145개소 시설확충실적 및 이용실적 확인

체육 및 의료재활시설 이용자수 2,000명 2,500명 3,000명 이용인원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만족도 73% 73.5% 74% 복지관이용자 만족도조사

062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78,925 0 78,925
(X78,925) (X0) (X78,925)

78,925(11-2314-210-402-01) 민간자본보조

78,925,000원 = 78,925  ㅇ장애인의료 재활시설 기능보강 (X78,925)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제고

전략목표 : 96,994,841 94,530,778 2,464,063
(X22,136,772) (X19,672,709) (X2,464,063)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시
민건강 증진

성과목표 : 3,770,268 1,860,268 1,910,000
(X2,368,700) (X458,700) (X1,91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안전도시만들기 프로그램 보급율 20% 60% 80% 보급실적 확인/보급대상 확인

건강도시 관련기관 참여실적(학교,직장,병원,시장등) 150건 300건 건강도시 관련기관 참여실적 확인

외국인 전담진료시설 증가실적 10개소 13개소 17개소 외국인 전담시설 증가실적 확인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증가실적 80,000건 81,000건 81,500건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실적 확인

흡연률 감소(성인) 50% 48% 46% 보건복지부표 조사실시

적정체중률 유지율 54% 55% 56% 보건복지부표 조사실시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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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2,480,000 570,000 1,910,000
(X2,180,000) (X270,000) (X1,910,000)

1,910,000(11-2212-210-307-02) 민간경상보조

 = 1,910,000  ㅇ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650,000,000원 = 650,000    ·권역·전문의료 응급의료센터 운영 (X650,000)

1,260,000,000원 = 1,260,000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X1,260,000)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4,928,422 4,908,784 19,638
(X1,802,292) (X1,7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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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5,276 1,695,638 19,638
(X739,276) (X719,638) (X19,638)

4,875(11-2212-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1,625,000원*3개월*1명 = 4,875  ㅇ에이즈예방 일시사역인부임 (X4,875)

3,138(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2,013,000원*1식 = 2,013  ㅇ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비 (X2,013)

1,125,000원 = 1,125  ㅇ에이즈 교육비 및 회의비 (X1,125)

600(11-2212-210-202-01) 국내여비

600,000원 = 600  ㅇ에이즈예방 교육여비 (X600)

11,025(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575,000원*7개구 = 11,025  ㅇ보건소 에이즈예방 교육홍보사업 (X11,025)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성과목표 : 41,456,771 40,922,346 534,425
(X17,965,780) (X17,431,355) (X534,42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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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 구강보건 사업 2,129,202 1,935,852 193,350
(X1,309,668) (X1,116,318) (X193,350)

174,600(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174,600  ㅇ노인의치보철사업  

15,300,000원 = 15,300    ·전부의치 (X15,300)

159,300,000원 = 159,300    ·부분의치 (X159,300)

18,750(11-22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18,750  ㅇ구강보건실설치사업  

18,750,000원 = 18,750    ·구강보건실설치 (X18,750)

6701 국민건강증진기금자치구지원사업 1,948,888 1,607,813 341,075
(X1,948,888) (X1,607,813) (X341,075)

341,075(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41,075,000원 = 341,075  ㅇ건강생활실천사업(2/4분기) (X34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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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건강국



2005-04-30

문화국 353,129,706 352,497,706 632,000
(X31,567,044) (X30,935,044) (X632,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36,990,637 36,360,637 630,000
(X20,463,796) (X19,833,796) (X630,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2,473,920 31,923,920 550,000
(X20,375,796) (X19,825,796) (X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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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북한산성성곽복원 사업 550,000 0 550,000

(X550,000) (X0) (X550,000)

550,000(11-2112-210-401-01) 시설비

550,000,000원 = 550,000  ㅇ북한산성 보수 (X550,000)

전통문화프로그램 활성화성과목표 : 4,516,717 4,436,717 80,000
(X88,000) (X8,000) (X8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무형문화재 전승 및 발굴지원 3/3(32/36) 3/3(35/39) 3/3(38/42) 무형문화재 발굴지원 실적 확인(종/명)

남산골 한옥마을,운현궁 전통문화 프로그램 시민만족
도

80% 80%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청계천에 얽힌 전통민속놀이 전문가 평가 고증 재현
율

미실시 70% 75% 전문가평가 고증 재현율 점수 확인

문화재지킴이 지정인원 및 활동횟수 0/80(100) 20/90(120) 5/90(125) 문화재지킴이 지정인원 및 활동횟수 확인(명/회)

0261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 80,000 0 80,000
(X80,000) (X0) (X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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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80,000(11-2112-210-307-02) 민간경상보조

80,000,000원 = 80,000  ㅇ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X80,000)

젊은 문화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60,249,979 60,247,979 2,000
(X3,786,878) (X3,784,878) (X2,000)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성과목표 : 3,038,438 3,036,438 2,000
(X201,438) (X199,438) (X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시민단체 유해환경 감시인원/단체 6,000/71 6,000/71 6,500/75 시민단체 유해환경 감시인원 및 단체확인(명/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단속 실적 2,000건 2,100건 2,200건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단속 실적 확인

어려운청소년 수업료 등 지원 1,300명 1,300명 1,300명 지원실적 확인

대안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대안학교 수 300명/13개소 300명/14개소 400명/16개소 대안교육프로그램참여인원 및 대안학교수 확인

0809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33,938 31,938 2,000
(X5,938) (X3,938) (X2,000)

2,000(11-2114-210-301-09) 행사실비보상금

 = 2,000  ㅇ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2,000,000원 = 2,000    ·청소년육성기금 (X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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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국



2005-04-30

산업국 388,179,550 387,526,550 653,000
(X6,393,215) (X5,740,215) (X653,000)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전략목표 : 50,830,200 50,177,200 653,000
(X1,653,000) (X1,000,000) (X653,000)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제 확립성과목표 : 46,404,534 45,751,534 653,000
(X1,653,000) (X1,000,000) (X653,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 6,300억원 6,500억원 6,700억원 육성기금 융자 실적

신용보증 지원실적 4,500억원 5,500억원 6,700억원 신용보증 지원실적(신규공급액 기준)

투자통상사절단 외자 유치액 4,000만불 4,600만불 4,600만불 참여업체 외자유치 상담 실적 확인

해외전시회 수출상담액 360백만불 400백만불 400백만불 수출상담실적 확인

Hi-Seoul브랜드 사업 참여기업수 16건 30건 40건 참여업체수 확인

중소기업 해외기술교류 상담 60건 60건 70건 기술교류 상담건수 확인

전국기능경기대회 메달 획득수 25 25 25 메달획득수 확인

아파트형공장 건립수 및 입주업체수 12건1,800업체 20건2,900업체 7건1,000업체 분기별 실적확인

해외바이어 초청 수주상담회 참가 1회30업체10만불 2회60업체50만불 3회90업체80만불 수주 상담회 개최결과

0158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 653,000 0 653,000

(X653,000) (X0) (X653,000)

153,000(11-32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153,000  ㅇ벤처촉진지구사업지원  

153,000,000원 = 153,000    ·영등포구 (X153,000)

500,000(11-321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500,000  ㅇ벤처촉진지구 사업지원  

500,000,000원 = 500,000    ·영등포구 (X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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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2005-04-30

환경국 531,578,877 531,558,820 20,057
(X67,020,102) (X67,000,045) (X20,057)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전략목표 : 264,441,300 264,439,743 1,557
(X8,720,022) (X8,718,465) (X1,557)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성과목표 : 10,065,437 10,063,880 1,557
(X1,689,296) (X1,687,739) (X1,55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녹지관리 실명제 참여 인원수 6,300명 6,300명 6,300명 녹지보전 시민참여 인원수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으로 확보된 녹지면적 15,000㎡ 15,000㎡ 15,000㎡ 녹지면적 확인

도시생태림 식재 수량 55,000주 60,000주 60,000주 도시생태림 식재수량 확인

0212 도시생태림 조성 2,001,557 2,000,000 1,557

(X357,764) (X356,207) (X1,557)

1,557(11-2231-210-401-01) 시설비

 = 1,557  ㅇ수원함양가꾸기, 큰나무공익조림  

1,557,000원 = 1,557    ·조림사업 (X1,557)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전략목표 : 4,649,480 4,630,980 18,500
(X64,500) (X46,000) (X18,500)

시민참여 활성화성과목표 : 2,394,500 2,376,000 18,500
(X64,500) (X46,000) (X18,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시민환경교실 참여자 만족도 78% 80% 시민환경교실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녹색위시정참여공모사업목표달성도(공모사업건수대비
목표사업건수)

90% 90% 녹색위공모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평가결과 활용

6114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179,500 161,000 18,500
(X64,500) (X46,000) (X18,500)

18,500(11-22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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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18,500,000원 = 18,500  ㅇ청소년체험 환경교실 활성화 (X1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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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