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179,004,220 5,006,01910,184,010,239

500 보조금 477,083,063 5,006,019482,089,082

510 국고보조금등 477,083,063 5,006,019482,089,082

511 국고보조금등 477,083,063 5,006,019482,089,082

01 국고보조금 420,067,421 248,341420,315,762

  ㅇ여성정책담당관 68,154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운영비 68,154,000원 68,154

 ㅇ청소년담당관 165,000

    ·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165,000

      - 27개소 지원내역 10,000,000원 * 27개소 * 50% 135,000

      - 10개소 지원내역 6,000,000원 * 10개소 * 50% 30,000

 ㅇ사회과 15,187

    · 시립은평의마을 위탁운영 15,187,000원 15,187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960,800 3,298,41221,259,212

  ㅇ자연생태과 3,298,412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298,412,000원 3,298,412

03 기금 39,054,842 1,459,26640,514,108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09/17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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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청소년담당관 29,700

    ·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550,000원 * 6개월 * 9명 29,700

 ㅇ사회과 1,158,000

    ·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 사업비 1,158,000,000원 1,158,000

 ㅇ보건정책과 271,566

    · 에이즈예방 교육홍보사업 39,277,000원 39,277

    · 정신보건센터 운영 200,812,000원 200,812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1,477,000원 31,477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09/17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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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1,796,810,488 1,795,132,581 1,677,907

(X485,825,823) (X484,147,916) (X1,677,907)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854,300,007 853,126,820 1,173,187

(X361,911,070) (X360,737,883) (X1,173,187)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817,649,338 816,476,151 1,173,187

(X337,819,811) (X336,646,624) (X1,1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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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0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1,158,000 0 1,158,000

(X 1,158,000) (X 0) (X1,158,000)

1,158,000(11-231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58,000,000원 = 1,158,000  ㅇ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X1,158,000)

0310 시립은평의마을 위탁운영 4,003,518 3,988,331 15,187

(X 1,608,883) (X 1,593,696) (X15,187)

15,187(11-2311-210-307-05) 민간위탁금

15,187,000원 = 15,187  ㅇ시립은평의마을 위탁운영 (X15,187)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64,102,074 63,868,920 233,154

(X11,507,579) (X11,274,425) (X233,154)

소외여성 지원확대로 여성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7,943,872 7,875,718 68,154

(X3,324,099) (X3,255,945) (X6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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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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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탁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78% 79% 80% 이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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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2 선도보호시설 지원 954,991 932,364 22,627

(X 384,360) (X 361,733) (X22,627)

22,627(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22,627,000원 = 22,627  ㅇ선도보호시설 운영비 (X22,627)

0411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지원 1,748,915 1,703,388 45,527

(X 873,320) (X 827,793) (X45,527)

22,38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22,380,000원 = 22,380  ㅇ현장상담센터 운영 (X22,380)

23,147(11-2321-210-307-05) 민간위탁금

23,147,000원 = 23,147  ㅇ쉼터 민간위탁 운영비 (X23,147)

아동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로 건강한 아
동 및 가정 육성

성과목표 : 56,158,202 55,993,202 165,000

(X8,183,480) (X8,018,480) (X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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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 12,060,018 11,895,018 165,000

(X 4,038,618) (X 3,873,618) (X165,000)

165,000(11-2324-210-402-01) 민간자본보조

= 165,000  ㅇ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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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원 * 27개소 * 50% = 135,000    · 27개소 지원 (X135,000)

6,000,000원 * 10개소 * 50% = 30,000    · 10개소 지원 (X30,00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제고

전략목표 : 99,541,959 99,270,393 271,566

(X24,683,890) (X24,412,324) (X271,566)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4,967,699 4,928,422 39,277

(X1,841,569) (X1,802,292) (X3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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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4,553 1,715,276 39,277

(X 778,553) (X 739,276) (X39,277)

2,000(11-2212-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1,000,000원 * 2개월 * 1명 = 2,000  ㅇ에이즈예방 일시사역인부임 (X2,000)

13,027(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13,027,000원 * 1식 = 13,027  ㅇ홍보물 제작비 (X13,027)

1,200(11-2212-210-202-01) 국내여비

1,200,000원 = 1,200  ㅇ에이즈 예방 교육 여비 (X1,200)

1,000(11-2212-210-301-09) 행사실비보상금

1,000,000원 = 1,000  ㅇ교육홍보참석자 교통비 및 급식비 (X1,000)

22,050(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2,050,000원 = 22,050  ㅇ보건소 에이즈예방 교육홍보사업 (X22,05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성과목표 : 43,964,612 43,732,323 232,289

(X20,473,621) (X20,241,332) (X232,28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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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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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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6,184 4,213,895 232,289

(X 4,446,184) (X 4,213,895) (X232,289)

232,289(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00,812,000원 = 200,812  ㅇ정신보건센터 운영 (X200,812)

31,477,000원 = 31,477  ㅇ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X31,477)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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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 353,698,256 353,668,556 29,700

(X32,135,594) (X32,105,894) (X29,700)

젊은 문화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60,466,529 60,436,829 29,700

(X4,003,428) (X3,973,728) (X29,700)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성과목표 : 51,774,048 51,744,348 29,700

(X3,327,990) (X3,298,290) (X2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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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6,550 7,086,850 29,700

(X 216,550) (X 186,850) (X29,700)

29,700(11-2114-210-307-05) 민간위탁금

550,000원 * 6개월 * 9명 = 29,700  ㅇ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X29,7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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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 534,946,289 531,647,877 3,298,412

(X70,387,514) (X67,089,102) (X3,298,412)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전략목표 : 267,808,712 264,510,300 3,298,412

(X12,087,434) (X8,789,022) (X3,298,412)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성과목표 : 201,507,833 198,209,421 3,298,412

(X10,398,138) (X7,099,726) (X3,2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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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9,000 69,000 1,000,000

(X 1,069,000) (X 69,000) (X1,000,000)

1,000,000(11-2231-210-401-01) 시설비

= 1,000,000  ㅇ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50,000,000원 = 450,000    · 양원리 노인복지회관 신축(중랑) (X450,000)

200,000,000원 = 200,000    · 여기소 경로당 신축(은평) (X200,000)

200,000,000원 = 200,000    · 능안어린이공원 조성(서초) (X200,000)

150,000,000원 = 150,000    · 고덕천 정비(강동) (X150,000)

0426 푸른수목원 조성 2,528,912 1,500,000 1,028,912

(X 2,528,912) (X 1,500,000) (X1,028,912)

1,028,912(11-2231-210-401-01) 시설비

1,028,912,000원 = 1,028,912  ㅇ수목원 조성 (X1,028,912)

0524 소풍공원 조성 2,439,500 1,170,000 1,269,500

(X 1,269,500) (X 0) (X1,269,500)

1,269,500(11-2231-210-401-01) 시설비

1,269,500,000원 = 1,269,500  ㅇ공원 조성 (X1,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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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