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167,606,847 6,661,90510,174,268,752

500 보조금 465,685,690 6,661,905472,347,595

510 국고보조금등 465,685,690 6,661,905472,347,595

511 국고보조금등 465,685,690 6,661,905472,347,595

01 국고보조금 414,338,391 1,591,930415,930,321

  ㅇ청소년담당관 927,0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927,000

      -신 · 증축(2개소) 861,000,000원 861,000

      -개축(2개소) 39,000,000원 39,000

      -개보수(2개소) 27,000,000원 27,000

 ㅇ사회과 664,930

    ·시립은평의마을 기능분화비 664,930,000 664,93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891,800 69,00017,960,800

  ㅇ자연생태과 69,000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9,000,000원 69,000

03 기금 33,455,499 5,000,97538,456,474

  ㅇ청소년담당관 2,735,968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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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복권기금) 2,549,118,000원 2,549,118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청소년육성기금) 25,850

      -7명 배치(6개월) 550,000원 * 6월 * 7명 23,100

      -1명 배치(5개월) 550,000원 * 5월 * 1명 2,75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청소년육성기금) 161,000

      -청소년 수련관 16개소 * 5,000,000원 80,000

      -청소년 문화의집 13개소 운영 13개소 * 6,000,000원 78,000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운영 1개소 * 3,000,000원 3,000

 ㅇ보건정책과 2,265,007

    ·보건소 금연클리닉 1,177,507,000원 1,177,507

    ·건강생활실천사업 682,100,000원 682,10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228,000,000원 228,000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146,500,000원 146,500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30,900,000원 30,9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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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1,791,054,634 1,784,648,579 6,406,055
(X480,069,969) (X473,663,914) (X6,406,05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853,126,820 852,461,890 664,930

(X360,737,883) (X360,072,953) (X664,930)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816,476,151 815,811,221 664,930
(X336,646,624) (X335,981,694) (X6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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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 시립은평의마을 기능보강 2,995,700 2,330,770 664,930
(X 1,830,315) (X 1,165,385) (X664,930)

664,930(11-2311-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664,930,000원 = 664,930  ㅇ시립은평의마을 기능분화비 (X664,930)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63,573,097 60,096,979 3,476,118
(X10,978,602) (X7,502,484) (X3,476,118)

아동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로 건강한 아
동 및 가정 육성

성과목표 : 55,993,202 52,517,084 3,476,118

(X8,018,480) (X4,542,362) (X3,47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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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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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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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511,492 584,492 927,000

(X 927,000) (X 0) (X927,000)

927,000(11-2324-210-402-01) 민간자본보조

861,000,000원 = 861,000  ㅇ신 · 증축(2개소) (X861,000)

39,000,000원 = 39,000  ㅇ개축(2개소) (X39,000)

27,000,000원 = 27,000  ㅇ개보수(2개소) (X27,000)

0307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 11,895,018 9,345,900 2,549,118

(X 3,873,618) (X 1,324,500) (X2,549,118)

2,549,118(11-2324-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549,118,000원 = 2,549,118  ㅇ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복권기금) (X2,549,118)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제고

전략목표 : 99,259,848 96,994,841 2,265,007

(X24,401,779) (X22,136,772) (X2,265,007)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성과목표 : 43,721,778 41,456,771 2,265,007
(X20,230,787) (X17,965,780) (X2,2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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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3,895 1,948,888 2,265,007
(X 4,213,895) (X 1,948,888) (X2,265,007)

2,265,007(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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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507,000원 = 1,177,507  ㅇ보건소 금연클리닉 (X1,177,507)

682,100,000원 = 682,100  ㅇ건강생활실천사업 (X682,100)

228,000,000원 = 228,000  ㅇ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X228,000)

146,500,000원 = 146,500  ㅇ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X146,500)

30,900,000원 = 30,900  ㅇ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X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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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국



문화국 353,316,556 353,129,706 186,850
(X31,753,894) (X31,567,044) (X186,850)

젊은 문화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60,436,829 60,249,979 186,850

(X3,973,728) (X3,786,878) (X186,850)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성과목표 : 51,744,348 51,557,498 186,850
(X3,298,290) (X3,111,440) (X186,85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 개소 수 2개소(23개소) 2개소(25개소) 2개소(27개소) 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개소 실적확인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 수(1수련관 평균) 173천명 174천명 175천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자 수 확인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률 55% 60% 62%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률 확인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체험인원 0명 12천명 20천명 참여인원 확인

강북지역 청소년수련시설조성 공정율 10% 100% 공정율 확인

서울유스호스텔 건립 공정율 1% 70% 100% 서울유스호스텔  공정율 확인

0702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7,086,850 6,900,000 186,850
(X 186,850) (X 0) (X186,850)

186,850(11-2114-210-307-05) 민간위탁금

= 25,850  ㅇ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550,000원 * 6월 * 7명 = 23,100    ·7명 (6개월) (X23,100)

550,000원 * 5월 * 1명 = 2,750    ·1명 (5개월) (X2,750)

= 161,000  ㅇ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6개소 * 5,000,000원 = 80,000    ·청소년 수련관 (X80,000)

= 81,000    ·청소년문화의집

13개소 * 6,000,000원 = 78,000      -13개소 운영지원 (X78,000)

1개소 * 3,000,000원 = 3,000      -1개소 운영지원 (X3,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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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 531,647,877 531,578,877 69,000
(X67,089,102) (X67,020,102) (X69,000)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전략목표 : 264,510,300 264,441,300 69,000

(X8,789,022) (X8,720,022) (X69,000)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성과목표 : 198,209,421 198,140,421 69,000
(X7,099,726) (X7,030,726) (X69,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1인당 생활권 공원녹지 면적 4.60㎡ 4.75㎡ 4.92㎡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실적 확인

공원녹지 면적 158.28㎢ 158.45㎢ 160.7㎢ 공원녹지 조성실적 확인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면적 288천㎥ 1,490천㎥ 1,491천㎥ 보상면적 확인

서울숲조성 추진 진도율 65% 100% 숲조성단계별사업진도 확인

0242 개발제한구역관리 69,000 0 69,000

(X 69,000) (X 0) (X69,000)

26,000(11-2231-210-201-01) 일반운영비

26,000,000원 = 26,000  ㅇ개발제한구역 관리비 (X26,000)

34,200(11-2231-210-202-01) 국내여비

34,200,000원 = 34,200  ㅇ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단속여비 (X34,200)

8,800(11-223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800,000원 = 8,800  ㅇ개발제한구역 단속 장비구입 (X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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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