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174,268,752 4,735,46810,179,004,220

500 보조금 472,347,595 4,735,468477,083,063

510 국고보조금등 472,347,595 4,735,468477,083,063

511 국고보조금등 472,347,595 4,735,468477,083,063

01 국고보조금 415,930,321 4,137,100420,067,421

  ㅇ노인복지과 3,771,579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085,482,000원 3,085,482

    ·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지급 686,097,000원 686,097

 ㅇ행정과 305,521

    · 일제강점하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305,521,000원 305,521

 ㅇ문화과 60,000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60,000,000원 60,000

03 기금 38,456,474 598,36839,054,842

  ㅇ체육과 292,000

    · 2005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292,000

      -용산, 송파 30,000,000원 * 2개구 60,000

      -노원, 양천 25,000,000원 * 2개구 5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07/16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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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 22,000,000원 * 1개구 22,000

      -성동, 강북, 도봉, 서대문, 강서, 구로, 영등포, 강동
20,000,000원 * 8개구

160,000

 ㅇ보건정책과 10,545

    ·방문간호사업 10,545,000원 10,545

 ㅇ여성정책담당관(복권기금사업) 295,823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사업지원 172,200,000원 172,200

    ·폭력피해여성 프로그램 운영 123,623

      -치료 · 회복사업 106,123,000원 106,123

      -직업훈련 17,500,000원 17,5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07/16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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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883,000,000 29,000,000912,000,000

100 도시철도건설사업 381,418,000 29,000,000410,418,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145,656,000 29,000,000174,656,000

131 국고보조금 145,656,000 29,000,000174,656,000

01 국고보조금 145,656,000 29,000,000174,656,000

  ㅇ지하철건설본부 총무과 29,000,000

    · 지하철9선 1단계 건설 20,000,000,000원 20,000,000

    · 지하철3선 연장건설 9,000,000,000원 9,00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07/16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1 



행정국 138,069,281 137,763,760 305,521
(X7,252,882) (X6,947,361) (X305,521)

시민참여 행정 확대로 시민중심의 자치시
정 구현

전략목표 : 13,648,274 13,342,753 305,521

(X7,252,882) (X6,947,361) (X305,521)

시민참여 시정 구현성과목표 : 6,523,675 6,218,154 305,521
(X355,695) (X50,174) (X305,52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면담요청 처리율 81% 81% 81% 면담 요청 대비 처리건수 조사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이용인원 135 140 145 프로그램 이용인원 등 1일 평균 이용인원 조사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중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 
비율

15% 17% 19% 외부전문 기관에 평가의뢰(시정참여사업수 대비 우
수사업수 조사)

자원봉사자 만족도 65% 70% 75% 자원봉사자 만족도 조사

처리기한내(7일) 처리율 83% 84% 85% 처리소요기간 분석

032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 305,521 0 305,521
(X 305,521) (X 0) (X305,521)

10,770(11-1253-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10,770,000원 = 10,770  ㅇ사실조사관련 일시사역인부 (X10,770)

11,543(11-1253-210-201-01) 일반운영비

11,543,000원 = 11,543  ㅇ강제동원 사실조사지원 (X11,543)

3,150(11-1253-210-202-01) 국내여비

3,150,000원 = 3,150  ㅇ강제동원 사실조사 여비 (X3,150)

280,058(11-125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80,058,000원 = 280,058  ㅇ강제동원 사실조사 지원 (X2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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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국



복지건강국 1,795,132,581 1,791,054,634 4,077,947
(X484,147,916) (X480,069,969) (X4,077,947)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63,868,920 63,573,097 295,823

(X11,274,425) (X10,978,602) (X295,823)

소외여성 지원확대로 여성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7,875,718 7,579,895 295,823
(X3,255,945) (X2,960,122) (X2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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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8,541 942,718 295,823

(X 909,241) (X 613,418) (X295,823)

295,823(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172,200  ㅇ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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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623  ㅇ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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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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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수준 향상전략목표 : 182,945,158 179,173,579 3,771,579
(X21,197,871) (X17,426,292) (X3,771,579)

요보호노인 보호체계 구축성과목표 : 47,655,418 44,569,936 3,085,482

(X5,357,420) (X2,271,938) (X3,085,48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치매노인 보호시설 수용율 37% 46% 62% 입소수요 대비 시설정원

치매전문요양시설 확충(실비포함) 14개소 19개소 22개소 확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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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0707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646,007 1,889,104 756,903

(X 1,476,455) (X 719,552) (X756,903)

306,903(11-2315-210-402-01) 민간자본보조

306,903,000원 = 306,903  ㅇ수유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증축)비 (X306,903)

300,000(11-2315-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300,000,000원 = 300,000  ㅇ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기능보강 (X300,000)

150,000(11-231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00원 = 150,000  ㅇ구립동작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X150,000)

0722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8,758,579 6,430,000 2,328,579

(X 2,328,579) (X 0) (X2,328,579)

2,328,579(11-2315-210-401-01) 시설비

2,328,579,000원 = 2,328,579  ㅇ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비(시설비) (X2,328,579)

저소득노인 지원성과목표 : 29,558,433 28,872,336 686,097
(X12,987,130) (X12,301,033) (X686,09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경로연금지원 47,790명 52,450명 55,232명 경로연금수혜자수

결식노인무료급식 실적 9%/4,580명 10%/4,796명 10%/5,107명 급식실적 및 저소득노인수 조사(저소득노인대비)

0801 경로연금 지급 21,678,467 20,992,370 686,097

(X 12,987,130) (X 12,301,033) (X686,097)

686,097(11-231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86,097,000원 = 686,097  ㅇ경로연금 국고보조금 추가배정분 (X686,097)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제고

전략목표 : 99,270,393 99,259,848 10,545
(X24,412,324) (X24,401,779) (X10,545)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성과목표 : 43,732,323 43,721,778 10,545
(X20,241,332) (X20,230,787) (X10,54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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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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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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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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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 방문간호 사업 610,045 599,500 10,545
(X 43,545) (X 33,000) (X10,545)

10,545(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10,545  ㅇ방문간호사 교육 등

9,000,000원 = 9,000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X9,000)

1,545,000원 = 1,545    ·방문보건담당 위탁교육비 (X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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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국



문화국 353,668,556 353,316,556 352,000
(X32,105,894) (X31,753,894) (X352,000)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111,706,357 111,646,357 60,000

(X5,911,000) (X5,851,000) (X60,000)

시민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성과목표 : 11,842,000 11,782,000 60,000
(X1,311,000) (X1,251,000) (X6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Hi Seoul 페스티벌 관람 시민 수 600천명 800천명 800천명 관람 시민 수 확인

Hi Seoul 페스티벌 시민만족도 70% 74% 77%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서울시 문화행사 시민만족도(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7
개 사업)

70% 74% 78% 만족도조사결과 확인

사양전통문화 지원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미실시 75점 78점 전문가평가위원회 평가점수 확인

영화제작 지원 105편 115편 125편 영화제작지원사업 수 확인

국제문화교류행사 지원 145백만원 345백만원 145백만원 국제문화교류행사 지원금액 확인

0360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60,000 0 60,000
(X 60,000) (X 0) (X60,000)

60,000(11-2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60,000  ㅇ2005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30,000,000원 = 30,000    ·이화여대디자인코리아 연구원 색채디자인 (X30,000)

10,000,000원 = 10,000    ·수유종합사회복지관 (X10,000)

20,000,000원 = 20,000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X20,000)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가문화도
시 만들기

전략목표 : 82,942,118 82,650,118 292,000
(X1,597,722) (X1,305,722) (X292,000)

시민체육공간 확충 및 운영 효율화성과목표 : 50,971,443 50,679,443 292,000
(X292,000) (X0) (X29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 개소수 3개소(27개소) 3개소(30개소) 1개소(31개소) 자치구 체육센터건립 개소 수 확인

학교시설복합화 건립 개소수 14개소(20개소) 14개소(34개소) 19개소(53개소) 학교시설복합화 건립 개소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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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잠실,효창,목동운동장 가동율 62% 63% 64% 잠실,효창,목동운동장 가동율 확인

잠실종합운동장 재정자립도 70% 73% 75% 잠실종합운동장 재정자립도 확인

잠실돔구장 건립 공정율 0 10% 40% 잠실돔구장 건립 공정율 확인

2499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292,000 0 292,000

(X 292,000) (X 0) (X292,000)

292,000(11-212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292,000  ㅇ2005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30,000,000원 * 2개구 = 60,000    ·용산, 송파 (X60,000)

25,000,000원 * 2개구 = 50,000    ·노원, 양천 (X50,000)

22,000,000원 * 1개구 = 22,000    ·중랑 (X22,000)

20,000,000원 * 8개구 =

160,000    ·성동, 강북, 도봉, 서대문, 강서, 구로, 영등포, 강동 (X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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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국



지하철건설본부 410,418,000 381,418,000 29,000,000
(X174,656,000) (X145,656,000) (X29,000,000)

효율적인 공정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지
하철 건설

전략목표 : 393,521,981 364,521,981 29,000,000

(X174,656,000) (X145,656,000) (X29,000,000)

철저한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지하철 건설성과목표 : 393,232,000 364,232,000 29,000,000
(X174,656,000) (X145,656,000) (X29,0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지하철9호선 건설 추진 공정율 32% 47% 74% 계획대비 추진공정 확인

지하철3호선 연장건설 추진 공정율 5% 11% 34% 계획대비 추진공정 확인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추진 공정율 (실시설계5%) 4%(설계100%) 18% 계획대비 추진공정 확인

0103 지하철9호선1단계건설 354,750,000 334,750,000 20,000,000

(X 153,900,000) (X 133,900,000) (X20,000,000)

20,000,000(21-1213-210-401-01) 시설비

20,000,000,000원 = 20,000,000  ㅇ지하철9선 1단계 건설 (X20,000,000)

0118 지하철3호선 연장건설 36,500,000 27,500,000 9,000,000
(X 20,000,000) (X 11,000,000) (X9,000,000)

8,920,000(21-1213-210-401-01) 시설비

8,920,000,000원 = 8,920,000  ㅇ지하철3선 연장건설 (X8,920,000)

80,000(21-1213-210-401-02) 감리비

80,000,000원 = 80,000  ㅇ지하철3선 연장건설 감리비 (X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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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철건설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