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1,700,670,846 2,782,85011,703,453,696

500 보조금 495,044,377 2,782,850497,827,227

510 국고보조금등 495,044,377 2,782,850497,827,227

511 국고보조금등 495,044,377 2,782,850497,827,227

01 국고보조금 432,319,157 709,886433,029,043

  ㅇ보건정책과 24

    · 역학조사요원 활동비 24,000원 24

 ㅇ여성정책담당관 548,662

    ·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51,770,000원 51,770

    · 그룹홈 운영비 11,012,000원 11,012

    · 그룹홈 설치비 433,140,000원 433,140

    · 쉼터 민간위탁 운영비 52,740,000원 52,740

 ㅇ대기과 151,000

    · 저공해자동차 보급 151,000,000원 151,000

 ㅇ건축과 10,200

    · 2005.6.30~7.2기간중 호우피해 복구비 10,200,000원 10,20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1,259,212 17,66521,276,877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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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투자유치담당관 17,665

    · 외국인투자유치 및 투자환경조성 17,665,000원 17,665

03 기금 41,466,008 2,055,29943,521,307

  ㅇ보건정책과 1,400,393

    ·외국인근로자 ·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1,390,193,000원 1,390,193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0,200,000원 10,200

 ㅇ여성정책담당관 624,906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276,408,000원 276,408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사업비 194,200,000원 194,200

    ·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 123,623,000원 123,623

    ·가폭·성폭 피해자 중장기 쉼터 지원사업 30,675,000원 30,675

 ㅇ청소년담당관 30,00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금 30,000,000원 3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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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2 교통사업 879,066,148 12,626,000891,692,148

100 교통관리계정 764,785,000 12,626,000777,411,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30,026,347 12,626,00042,652,347

131 국고보조금 30,026,347 12,626,00042,652,347

01 국고보조금 30,026,347 12,626,00042,652,347

  ㅇ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12,626,000,000원 12,626,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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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1,908,137,925 1,905,563,940 2,573,985
(X510,060,369) (X507,486,384) (X2,573,985)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72,907,996 71,734,428 1,173,568
(X12,681,147) (X11,507,579) (X1,173,568)

소외여성 지원확대로 여성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0,061,950 8,888,382 1,173,568
(X4,497,667) (X3,324,099) (X1,17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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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2 선도보호시설 지원 2,092,295 1,596,373 495,922
(X 880,282) (X 384,360) (X495,922)

62,782(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51,770,000원 = 51,770  ㅇ선도보호시설 운영비 (X51,770)

11,012,000원 = 11,012  ㅇ그룹홈 운영비 (X11,012)

433,140(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433,140,000원 = 433,140  ㅇ그룹홈 시설설치비 (X433,140)

0407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1,587,039 1,238,541 348,498
(X 1,257,739) (X 909,241) (X348,498)

348,498(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194,200  ㅇ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194,200,000원 = 194,200    ·가정폭력 상담소 15개소 (X194,200)

= 123,623  ㅇ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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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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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675  ㅇ가폭·성폭 피해자중장기 쉼터 지원사업

19,950,000원 = 19,950    ·가정폭력보호시설 (X19,950)

10,725,000원 = 10,725    ·성폭력 보호시설 (X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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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0411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지원 2,381,191 2,052,043 329,148
(X 1,202,468) (X 873,320) (X329,148)

276,408(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64,366  ㅇ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64,366,000원 = 64,366    ·상담센터및 쉼터 9개소 (X64,366)

= 52,293  ㅇ성매매피해여성 의료지원

52,293,000원 = 52,293    ·상담센터 및 쉼터 15개소 (X52,293)

= 55,920  ㅇ성매매피해여성 직웝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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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635  ㅇ성매매피해여성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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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194  ㅇ쉼터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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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40(11-2321-210-307-05) 민간위탁금

52,740,000원 = 52,740  ㅇ쉼터 민간위탁 운영비 (X52,74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제고

전략목표 : 110,847,465 109,447,048 1,400,417

(X26,956,207) (X25,555,790) (X1,400,417)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6,368,116 4,967,699 1,400,417

(X3,241,986) (X1,841,569) (X1,4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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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1,690,193 300,000 1,390,193
(X 1,390,193) (X 0) (X1,390,193)

1,390,193(11-2212-210-307-01) 의료및구료비

1,390,193,000원 = 1,390,193  ㅇ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 (X1,3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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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2201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1,330,702 1,320,478 10,224
(X 816,661) (X 806,437) (X10,224)

24(11-2212-210-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00원*1식 = 24  ㅇ역학조사요원활동비 (X24)

10,200(11-2212-210-307-02) 민간경상보조

10,200,000원*1식 = 10,200  ㅇ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X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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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국



산업국 429,369,215 429,351,550 17,665
(X6,410,880) (X6,393,215) (X17,665)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조성전략목표 : 8,771,369 8,753,704 17,665
(X37,465) (X19,800) (X17,665)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성과목표 : 1,694,305 1,676,640 17,665
(X37,465) (X19,800) (X17,66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국제금융센터 건립 공정률 설계50% 공사20% 공사60% 공정률 확인

국제금융센터건립 자문단 운영횟수 8회 8회 8회 SIFC건립자문단 운영횟수

국제금융도시 육성전략개발 자문단 운영횟수 4회 4회 4회 SIFC실무전문가 자문단 운영횟수

0154 서울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하기위한 자문단운영 1,694,305 1,676,640 17,665
(X 37,465) (X 19,800) (X17,665)

17,665(11-3211-210-202-03) 국외여비

17,665,000원 = 17,665  ㅇ국제금융도시 해외사례시찰 및 벤치마킹 (X1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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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문화국 381,778,339 381,748,339 30,000
(X32,548,094) (X32,518,094) (X30,000)

젊은 문화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81,665,519 81,635,519 30,000
(X4,033,428) (X4,003,428) (X30,000)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성과목표 : 72,873,038 72,843,038 30,000
(X3,357,990) (X3,327,990) (X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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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6,550 7,116,550 30,000
(X 246,550) (X 216,550) (X30,000)

30,000(11-2114-210-307-05) 민간위탁금

2,000,000원 * 15개소 = 30,000  ㅇ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보조금 (X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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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환경국 606,443,114 606,292,114 151,000
(X65,442,339) (X65,291,339) (X151,000)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76,096,599 75,945,599 151,000
(X36,431,580) (X36,280,580) (X151,000)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75,196,599 75,045,599 151,000
(X36,431,580) (X36,280,580) (X15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저공해자동차 보급 750대 17,171대 24,492대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 확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1,200천대 1,200천대 1,000천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점검 대수확인

먼지발생사업장 단속 8,000개소 10,000개소 10,000개소 공사장단속실적 확인

도로물청소 횟수 매일1회 매일1회 매일1회 도로물청소 실적 확인

미세먼지(㎍/㎥) 60 56 50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오존(ppm) 0.015 0.015 0.014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0106 저공해 자동차 보급 691,000 540,000 151,000
(X 421,000) (X 270,000) (X151,000)

51,000(11-222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1대 * 1,000,000원 = 51,000  ㅇ전기이륜차 (X51,000)

100,000(11-2222-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대 * 1,000,000원 = 100,000  ㅇ전기이륜차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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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주택국 720,351,258 720,341,058 10,200
(X11,642,200) (X11,632,000) (X10,200)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전략목표 : 32,788,242 32,778,042 10,200
(X10,200) (X0) (X10,200)

도시·건축문화  수준 향상성과목표 : 3,538,480 3,528,280 10,200
(X10,200) (X0) (X10,2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서울시건축대상시상 및 전시회개최 실적 1회 1회 1회 시상 및 전시회 개최 확인

「서울-도시와 건축」용역 발간 추진율 100% 계획대비 실적 확인

서울모습 사진기록화 사업추진율 실시계획 완료 화보집 발간 실적 확인

6102 재난관련 주택복구 10,200 0 10,200
(X 10,200) (X 0) (X10,200)

10,200(11-2414-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주택침수 17동 * 600,000원 =

10,200  ㅇ2005. 6. 30 ~ 7. 2 기간중 호우피해 복구비 (X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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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국



교통국 3,439,415,622 3,426,789,622 12,626,000
(X80,572,347) (X67,946,347) (X12,626,000)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안전 확보와 녹색
교통 강화

전략목표 : 120,031,301 107,405,301 12,626,000
(X24,628,000) (X12,002,000) (X12,626,000)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통행속도 향상
과 교통사고 최소화

성과목표 : 112,107,301 99,481,301 12,626,000
(X24,628,000) (X12,002,000) (X12,626,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내부순환로) 50㎞/h 55㎞/h 55㎞/h 통행속도 모니터링 평가

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강변북로) 45km/h 45㎞/h 50㎞/h 통행속도 모니터링 평가

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올림픽대로) 50km/h 50㎞/h 통행속도 모니터링 평가

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동부간선도로) - - - 통행속도 모니터링 평가

교통체계 개선 지점수 23개소 32개소 45개소 계획대비 실적 확인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수 60개소 70개소 70개소 계획대비 실적 확인

주요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288,000 780,000 800,000 불법주차 단속 실적조사

상습교통정체지점 정비건수 100개소 200개소 300개소 계획대비 개선실적조사

도로안전시설 정비건수 26,000개 36,000개 46,000개 계획대비 정비실적조사

도로공사장 점검 횟수 년2회 년2회 년2회 계획점검 실적 확인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개소수 1,914개소 1,930개소 2,043개소 계획대비 개선실적조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건수 88개소 202개소 573개소 정비실적 조사

무단방치차량 정비 횟수 년2회 년2회 년2회 정비실적 수립

0131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체계 구축 12,878,000 252,000 12,626,000
(X 12,626,000) (X 0) (X12,626,000)

31,000(22-1111-210-201-01) 일반운영비

6,000,000원 = 6,000  ㅇ회의수당 (X6,000)

5,000,000원 = 5,000  ㅇ사무용품 구입비 등 (X5,000)

20,000,000원 * 1식 = 20,000  ㅇ기념품 및 홍보비 (X20,000)

10,000(22-1111-210-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0원 * 1식 = 5,000  ㅇ회의진행비 (X5,000)

5,000,000원 * 1식 = 5,000  ㅇ기타 추진비 (X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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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0,000(22-1111-210-401-01) 시설비

6,900,000,000원 = 6,900,000  ㅇCCTV  설치 (X6,900,000)

5,070,000,000원 = 5,070,000  ㅇ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X5,070,000)

600,000(22-1111-210-401-02) 감리비

600,000,000원 * 1식 = 600,000  ㅇ광역교통정보 수집사업 감리비 (X600,000)

15,000(22-1111-210-401-03) 시설부대비

150,000원 * 10인 * 10월 = 15,000  ㅇ광역교통정보 수집사업 시설부대비 (X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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