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184,010,239 12,955,29510,196,965,534

500 보조금 482,089,082 12,955,295495,044,377

510 국고보조금등 482,089,082 12,955,295495,044,377

511 국고보조금등 482,089,082 12,955,295495,044,377

01 국고보조금 420,315,762 12,003,395432,319,157

  ㅇ사회과 11,022,392

    ·기초생활보장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11,022,392,000원 * 1식 11,022,392

 ㅇ장애인복지과 618,503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18,503,000원 618,503

 ㅇ문화과 53,000

    ·2005 사회문황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53,000,000원 53,000

 ㅇ문화기반시설조성반 300,000

    ·은평청소년정보도서관 지원 300,000,000원 300,000

 ㅇ문화재과 9,500

    ·2005년도 김포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9,500,000원 9,500

03 기금 40,514,108 951,90041,466,008

  ㅇ보건정책과 871,9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0/18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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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료원 장비 보강 400,000,000원 400,000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471,900,000원 471,900

 ㅇ보건환경연구원 60,000

    ·에이즈 조기 확진 검진체계도입 60,000,000원 60,000

 ㅇ문화재과 20,000

    ·원서도 고희동 가옥(등록문화재 84호) 20,000

      - 건물 실측 설계 20,000,000원 2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0/18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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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료급여기금 335,800,000 9,087,766344,887,766

100 의료급여기금 335,800,000 9,087,766344,887,766

130 보조금및교부세 167,435,277 9,087,766176,523,043

131 국고보조금 167,435,277 9,087,766176,523,043

01 국고보조금 167,435,277 9,087,766176,523,043

  ㅇ사회과 9,087,766

    ·의료급여대상 진료비 9,087,766,000원 * 1식 9,087,766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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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9 한강수질개선 10,000,000 27,82510,027,825

100 한강수질개선사업 10,000,000 27,82510,027,825

130 보조금 9,051,194 27,8259,079,019

131 국고보조금 9,051,194 27,8259,079,019

03 기금수입 9,051,194 27,8259,079,019

  ㅇ수질과 27,825

    ·여비지원(물관리협조체계) 12,000,000원 * 1식 12,000

    ·여비지원(수질오염사고예방) 2,000,000원 * 1식 2,000

    ·수계기금 관리 업무용 3,000,000원 * 1식 3,000

    ·일반운영비 지원 3,000,000원 * 1식 3,00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7,825,000원 * 1식 7,825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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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1,818,471,049 1,796,810,488 21,660,561

(X507,486,384) (X485,825,823) (X21,660,561)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874,410,165 854,300,007 20,110,158

(X382,021,228) (X361,911,070) (X20,110,158)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837,759,496 817,649,338 20,110,158

(X357,929,969) (X337,819,811) (X20,1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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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28,694,881 217,672,489 11,022,392

(X 156,137,385) (X 145,114,993) (X11,022,392)

11,022,392(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1,022,392,000원 * 1식 = 11,022,392  ㅇ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X11,022,392)

6101 의료급여사업 344,887,766 335,800,000 9,087,766

(X 176,523,043) (X 167,435,277) (X9,087,766)

8,487,766(28-1211-210-307-05) 민간위탁금

8,487,766,000원 * 1식 = 8,487,766  ㅇ의료급여대상 진료비 (X8,487,766)

600,000(28-12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00,000,000원 = 600,000  ㅇ자치구 의료급여사업비 (X600,000)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복지수준 제
고

전략목표 : 206,710,443 206,091,940 618,503

(X14,316,481) (X13,697,978) (X618,503)

장애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으로 복지
수준 제고

성과목표 : 104,198,858 103,580,355 618,503

(X4,174,740) (X3,556,237) (X61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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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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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5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206,097 4,587,594 618,503

(X 2,912,300) (X 2,293,797) (X618,503)

618,503(11-2314-210-402-01) 민간자본보조

618,503,000원 = 618,503  ㅇ장애인생활시설 지원 (X618,503)

시민보건위생 수준향상전략목표 : 8,532,344 8,472,344 60,000

(X431,050) (X371,050) (X60,000)

시민보건증진 및 환경오염예방성과목표 : 6,218,558 6,158,558 60,000

(X131,050) (X71,050) (X6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농수산물 검사 건수 33,600건 26,400건 26,700건 검사실적

식품·의약품 검사 건수 22,300건 22,500건 23,000건 검사실적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건수 22,476건 22,920건 23,220건 검사실적

전염병세균 검사 건수 20,500건 23,000건 23,400건 검사실적

전염병 표본감시 검사 건수 2,300건 2,800건 2,900건 검사실적

생물테러 대비 검사 건수 400건 400건 400건 검사실적

대기오염물질 검사 건수 184,255건 184,925건 188,529건 검사실적

수질·토양오염물질 검사 건수 40,567건 41,287건 42,122건 검사실적

6201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303,682 243,682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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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0(11-2213-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 6,250  ㅇAIDS 검사요원 인부임

2,862,500원 * 2명 = 5,725    ·인부임 (X5,725)

262,500원 * 2명 = 525    ·4대보험료 (X525)

53,750(11-2213-210-206-01) 재료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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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0,000원 * 1식 = 35,750  ㅇAIDS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X35,750)

= 18,000  ㅇ보건소 정도관리 소모품

720,000원 * 25개구 =

18,000    ·UN2814기준 수송용기, Cryogenic vial 2㎖ 등) (X18,00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제고

전략목표 : 100,413,859 99,541,959 871,900

(X25,555,790) (X24,683,890) (X871,900)

시립병원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
스 체계 강화

성과목표 : 47,239,380 46,839,380 400,000

(X400,000) (X0) (X4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북부노인 전문병원 신축 공정률 55% 90% 100% 공정률

보라매병원 신관 신축공정률 5% 30% 65% 공정률

아동병원 신축 공정률 5% - 55% 공정률

아동병원 진료실적 42,450건 43,810건 44,590건 진료실적

은평병원 진료실적 79,500건 126,200건 126,400건 진료실적

서대문병원 진료실적 140,000건 200,000건 250,000건 진료실적

동부병원 이용자 수 112,000명 134,400명 148,000명 이용인원 확인

서울의료원 이용자 수 491,600명 531,200명 561,300명 이용인원 확인

보라매병원 이용자 수 643,257명 694,658명 729,390명 이용인원 확인

1301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6,794,753 6,394,753 400,000

(X 400,000) (X 0) (X400,000)

400,000(11-2212-210-402-01) 민간자본보조

400,000,000원 * 1식 = 400,000  ㅇ의료장비 구매비 (X400,00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성과목표 : 44,436,512 43,964,612 471,900

(X20,945,521) (X20,473,621) (X4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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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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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7 보건소 분소설치 지원 1,021,900 550,000 471,900

(X 471,900) (X 0) (X471,900)

87,500(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87,500,000원 = 87,500  ㅇ보건 분소 운영비 (X87,500)

384,400(11-22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84,400,000원 * 1식 = 384,400  ㅇ설치비 및 의료장비 구매비 (X384,4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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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 354,080,756 353,698,256 382,500

(X32,518,094) (X32,135,594) (X382,500)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112,059,357 111,706,357 353,000

(X6,264,000) (X5,911,000) (X353,000)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성과목표 : 100,164,357 99,864,357 300,000

(X4,900,000) (X4,600,000) (X3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문화예술회관 건립 2개소(6개소) 0개소(6개소) 1개소(7개소) 문화예술회관 건립실적 확인

도서관 건립 개소 수 25개소(77) 30개소(107) 45개소(152) 도서관 건립 개소 수 확인

구립도서관 운영 시민만족도 75% 77%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서울문화재단 운영 시민만족도 60% 65% 75%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서울문화재단 지원단체에 대한 전문가 평가 미실시 75점 80점 전문가 평가점수 확인

서울문화재단 기본재산조성 민간기부금 확보(목표 2
천억원)

3억원(3억원) 7억원(10억원) 10억원(20억원) 서울문화재단 기본재산 민간기부금 확인

세종문화회관 관람객 만족도 60% 65% 7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문화지구 내 중점 권장시설 개소 수 유지 372개/60개 372개/60개 372개/60개 문화지구 내 중점권장 시설 수 확인(인사동/대학로)

2233 은평 청소년 정보도서관 건립 300,000 0 300,000

(X 300,000) (X 0) (X300,000)

300,000(11-211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원 = 300,000  ㅇ은평청소년정보도서관 지원 (X300,000)

시민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성과목표 : 11,895,000 11,842,000 53,000

(X1,364,000) (X1,311,000) (X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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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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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행사 지원 145백만원 345백만원 145백만원 국제문화교류행사 지원금액 확인

0360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113,000 60,000 53,000

(X 113,000) (X 60,000) (X53,000)

53,000(11-2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3,000,000원 = 53,000  ㅇ2005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X53,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37,020,137 36,990,637 29,500

(X20,493,296) (X20,463,796) (X29,5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2,503,420 32,473,920 29,500

(X20,405,296) (X20,375,796) (X2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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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9 김포문화재 감정관실운영비 104,796 95,296 9,500

(X 104,796) (X 95,296) (X9,500)

9,500(11-2112-110-101-08) 기타직보수

= 9,500  ㅇ김포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9,500,000원 = 9,500    · 문화재 감정관실 인건비 (X9,500)

0212 문화재 보수사업(자치구이전) 7,472,842 7,452,842 20,000

(X 2,590,500) (X 2,570,500) (X20,000)

20,000(11-21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20,000  ㅇ원서동 고희동 가옥(등록문화재 84호)

20,000,000원 = 20,000    · 건물 실측 설계 (X2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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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 534,974,114 534,946,289 27,825

(X70,415,339) (X70,387,514) (X27,825)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전략목표 : 15,518,789 15,493,964 24,825

(X1,524,825) (X1,500,000) (X24,825)

한강수질개선성과목표 : 11,807,189 11,782,364 24,825

(X1,524,825) (X1,500,000) (X24,82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한강수질오염도(BOD) - 잠실 1.7ppm 1.6ppm 1.5ppm 환경부 수질측정망 수질측정자료 확인

한강수질오염도(BOD) - 가양 3.2ppm 3.1ppm 3.0ppm 환경부 수질측정망 수질측정자료 확인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합동단속) 연10회 연10회 연10회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실적 확인

0107 수질오염사고 예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79,080 277,080 2,000

(X 2,000) (X 0) (X2,000)

2,000(29-1211-210-202-02) 월액여비

2,000,000원 = 2,000  ㅇ상수원 감시 순찰 여비 (X2,000)

0109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935,000 2,923,000 12,000

(X 1,512,000) (X 1,500,000) (X12,000)

12,000(29-1211-210-202-03) 국외여비

6,000,000원 * 2명 = 12,000  ㅇ수계관리 선진외국 실태 파악 국외여비 (X12,000)

020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84,825 177,000 7,825

(X 7,825) (X 0) (X7,825)

3,200(29-1211-210-201-01) 일반운영비

3,200,000원 * 1식 = 3,200  ㅇ주민지원사업 관련 운영비 지원 (X3,200)

1,625(29-1211-210-202-02) 월액여비

1,625,000원 * 1식 = 1,625  ㅇ주민지원사업관련 실태 점검 여비 (X1,625)

3,000(29-121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0원 * 1식 = 3,000  ㅇ주민지원사업 업무용 컴퓨터 구매 (X3,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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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잠실상수원 관리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46,884 343,884 3,000

(X 3,000) (X 0) (X3,000)

3,000(29-121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0원 = 3,000  ㅇ수계기금 관리 업무 지원 (X3,000)

일반예산전략목표 : 61,630,591 61,627,591 3,000

(X3,000) (X0) (X3,000)

일반예산성과목표 : 61,630,591 61,627,591 3,000

(X3,000) (X0) (X3,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9902 기본경비 11,051,035 11,048,035 3,000

(X 3,000) (X 0) (X3,000)

3,000(29-1111-210-201-01) 일반운영비

3,000,000원 = 3,000  ㅇ일반운영비 (X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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