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1,703,453,696 1,853,97911,705,307,675

500 보조금 497,827,227 1,853,979499,681,206

510 국고보조금등 497,827,227 1,853,979499,681,206

511 국고보조금등 497,827,227 1,853,979499,681,206

01 국고보조금 433,029,043 930,418433,959,461

  ㅇ노인복지과 437,444

    ·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437,444,000원 437,444

 ㅇ장애인복지과 454,223

    ·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454,223,000원 454,223

 ㅇ자연생태과 2,251

    · 산지이용구분 타당성조사 2,251,000원 2,251

 ㅇ시장지원반 35,000

    · 신용거래확산 시범점포운영 지원 35,000,000원 35,000

 ㅇ농수산유통과 1,500

    · 정부관리양곡관리 경상보조 1,500,000원 1,500

03 기금 43,521,307 923,56144,444,868

  ㅇ보건정책과 845,561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7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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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13,578,000원 13,578

    · 국가만성병감시사업 45,406,000원 45,406

    · 보건소 금연클리닉 117,000,000원 117,000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69,577,000원 669,577

 ㅇ문화재과 78,000

    · 서울문묘일원 긴급보수사업 78,000,000원 78,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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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1,909,875,153 1,908,137,925 1,737,228
(X511,797,597) (X510,060,369) (X1,737,228)

노인복지 수준 향상전략목표 : 184,726,773 184,289,329 437,444
(X21,635,315) (X21,197,871) (X437,444)

저소득노인 지원성과목표 : 30,476,145 30,038,701 437,444
(X13,424,574) (X12,987,130) (X43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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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96,179 22,158,735 437,444
(X 13,424,574) (X 12,987,130) (X437,444)

437,444(11-231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37,444,000원 = 437,444  ㅇ경로연금 국고보조 예산액 추가배정분 (X437,444)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복지수준 제
고

전략목표 : 213,998,228 213,544,005 454,223
(X14,770,704) (X14,316,481) (X454,223)

장애인 능력배양 및 지원으로 생활기반 조
성

성과목표 : 41,799,447 41,345,224 454,223
(X10,595,964) (X10,141,741) (X454,22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신규발굴율 22,000명 22,500명 23,000명 지원실적 및 신규발굴실적 확인

후원·결연사업 목표 및 증가율 1,200백만원 1,300백만원 1,400백만원 증가실적 확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실적 및 이용실적 86명/376명 112명/416명 132명/456명 확충 및 이용실적 확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 및 이용증가율 7개소 9개소 12개소 확충실적 및 이용자증가실적 확인

공판장 판매실적 1,210백만원 1,230백만원 1,260백만원 판매실적

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수 1,849명 1,929명 2,009명 장애인근로인원

0618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25,167,739 24,713,516 454,223
(X 9,915,141) (X 9,460,918) (X4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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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454,223(11-2314-21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54,223,000원 = 454,223  ㅇ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사업 (X454,223)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제고

전략목표 : 111,693,026 110,847,465 845,561
(X27,801,768) (X26,956,207) (X845,561)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6,413,522 6,368,116 45,406
(X3,287,392) (X3,241,986) (X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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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1,376,108 1,330,702 45,406
(X 862,067) (X 816,661) (X45,406)

45,406(11-2212-210-307-02) 민간경상보조

45,406,000원 = 45,406  ㅇ국가만성병감시사업 (X45,406)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성과목표 : 46,901,356 46,101,201 800,155
(X21,745,676) (X20,945,521) (X8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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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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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1421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 178,578 165,000 13,578
(X 123,578) (X 110,000) (X13,578)

13,578(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13,578  ㅇ알코올상담센터운영

6,789,000원 = 6,789    ·서울알코올상담센터 (X6,789)

6,789,000원 = 6,789    ·까리따스알코올상담센터 (X6,789)

610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1,464,533 10,794,956 669,577
(X 7,866,214) (X 7,196,637) (X669,577)

669,577(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69,577,000원 = 669,577  ㅇ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X669,577)

6701 국민건강증진기금자치구지원사업 4,563,184 4,446,184 117,000

(X 4,563,184) (X 4,446,184) (X117,000)

117,000(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17,000,000원 = 117,000  ㅇ보건소 금연클리닉 (X1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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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국



산업국 429,370,715 429,369,215 1,500
(X6,412,380) (X6,410,880) (X1,500)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223,033,377 223,031,877 1,500
(X4,721,915) (X4,720,415) (X1,500)

농수산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시민생활보
호

성과목표 : 10,197,782 10,196,282 1,500
(X3,693,483) (X3,691,983) (X1,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50,000건 55,000건 60,000건 지도단속 건수

친환경농장 조성운영(구좌) 5,500 7,000 8,000 참여구좌 확인조사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 430 440 470 검사 건수확인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건수 8,700 8,900 9,000 검사건수 확인

가축방역수(두) 107,487두 238,780두 250,719두 방역대장 확인

도시농업 육성지원 실적 940백만원 1,108백만원 1,123백만원 지원실적

농업관련 교육생 만족도 84% 84% 자체 설문조사

도시농업기술 보급 사업수 22 23 24 도시농업기술보급 사업추진 결과확인

도시농업기술 만족도 70% 75% 도시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결과 자체설문조사

유기동물 보호(두수) 6,800 13,000 15,000 관리두수 확인

0305 양곡관리사업 14,134 12,634 1,500
(X 14,134) (X 12,634) (X1,500)

1,500(11-3111-210-201-01) 일반운영비

1,500,000원 * 1식 = 1,500  ㅇ정부양곡관리회계 특근매식비 (X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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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문화국 381,856,339 381,778,339 78,000
(X32,626,094) (X32,548,094) (X78,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1,196,730 41,118,730 78,000
(X20,571,296) (X20,493,296) (X78,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6,680,013 36,602,013 78,000
(X20,483,296) (X20,405,296) (X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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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0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378,000 300,000 78,000
(X 78,000) (X 0) (X78,000)

78,000(11-2112-210-401-01) 시설비

78,000,000원 * 1식 = 78,000  ㅇ서울문묘일원 긴급보수 (X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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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환경국 606,445,365 606,443,114 2,251
(X65,444,590) (X65,442,339) (X2,251)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전략목표 : 4,851,731 4,849,480 2,251
(X66,751) (X64,500) (X2,251)

생태계 보전성과목표 : 2,042,251 2,040,000 2,251
(X2,251) (X0) (X2,25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개소수 8개소 10개소 12개소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개소수 측정

7506 산지이용타당성 구분조사 2,251 0 2,251
(X 2,251) (X 0) (X2,251)

2,251(11-223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 2,251  ㅇ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

32,840원 * 62일 = 2,037    ·인부임 (X2,037)

214,000원 = 214    ·보험료 (X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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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도시계획국 1,524,472,681 1,524,437,681 35,000
(X6,273,284) (X6,238,284) (X35,000)

지역균형발전도모전략목표 : 646,716,130 646,681,130 35,000
(X6,268,000) (X6,233,000) (X35,000)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성과목표 : 16,259,130 16,224,130 35,000
(X6,268,000) (X6,233,000) (X3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환경개선사업 시행 시장수 21개소(56개소) 15개소(71개소) 14개소(85개소) 사업시행 결과 확인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 시장수 10개소(68개소) 15개소(83개소) 15개소(98개소) 사업시행구역 선정 확인

활성화 연구용역 및 경영현대화 시행 재래시장수 9개소(29개소) 2개소(31개소) 7개소(38개소) 사업시행 재래시장수 확인

0169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 447,100 412,100 35,000
(X 35,000) (X 0) (X35,000)

35,000(11-242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000원 * 1개 시장 =

35,000  ㅇ신용거래확산 시범점포 지원(남대문 시장) (X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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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