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1,705,307,675 17,213,81111,722,521,486

500 보조금 499,681,206 17,213,811516,895,017

510 국고보조금등 499,681,206 17,213,811516,895,017

511 국고보조금등 499,681,206 17,213,811516,895,017

01 국고보조금 433,959,461 16,812,901450,772,362

  ㅇ농수산유통과 136,477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136,477,000원 * 1식 136,477

 ㅇ사회과 15,341,620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4,820,050,000원 * 1식 14,820,050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21,570,000원 * 1식 521,570

 ㅇ대기과 980,000

    ·저공해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 28,000,000원 * 35대 980,000

 ㅇ여성정책담당관 240,804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지원사업 1,056,000원 1,05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지원사업 7,884,000원 7,884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3,871,000원 3,87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운영비 227,993,000원 227,993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7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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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보육지원과 114,000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228,000,000원*50% 114,000

03 기금 44,444,868 400,91044,845,778

  ㅇ청소년담당관 400,910

    ·청소년시설확충을 위한 국고(균특)보조금 399,000,000원 399,000

    ·가출청소년쉼터 운영 1,880,000원 1,88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30,000원 3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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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1,925,571,577 1,909,875,153 15,696,424
(X527,494,021) (X511,797,597) (X15,696,424)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951,377,400 936,035,780 15,341,620
(X397,362,848) (X382,021,228) (X15,341,620)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906,726,731 891,385,111 15,341,620
(X373,271,589) (X357,929,969) (X15,3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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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962,127 242,142,077 14,820,050
(X 170,957,435) (X 156,137,385) (X14,820,050)

14,820,050(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4,820,050,000원 * 1식 = 14,820,050  ㅇ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X14,820,050)

0302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6,019,307 15,497,737 521,570
(X 8,270,438) (X 7,748,868) (X521,570)

521,570(11-2311-210-307-01) 의료및구료비

521,570,000원 * 1식 = 521,570  ㅇ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X521,570)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73,262,800 72,907,996 354,804

(X13,035,951) (X12,681,147) (X354,804)

소외여성 지원확대로 여성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0,416,754 10,061,950 354,804

(X4,852,471) (X4,497,667) (X3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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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무의탁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78% 79% 80% 이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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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2 선도보호시설 지원 2,220,415 2,092,295 128,120
(X 1,008,402) (X 880,282) (X128,120)

128,12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128,120,000원 = 128,120  ㅇ선도보호시설 운영비 (X128,120)

0404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지원 1,091,853 1,080,098 11,755
(X 519,629) (X 507,874) (X11,755)

11,755(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7,884,000원 = 7,884  ㅇ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지원사업 (X7,884)

3,871,000원 = 3,871  ㅇ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비 (X3,871)

0405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198,606 197,550 1,056
(X 91,056) (X 90,000) (X1,056)

1,056(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1,056,000원 = 1,056  ㅇ여성긴급전화 1366운영비 (X1,056)

0406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132,000 18,000 114,000
(X 123,000) (X 9,000) (X114,000)

114,000(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228,000,000원*50% = 114,000  ㅇ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X114,000)

0411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지원 2,481,064 2,381,191 99,873

(X 1,302,341) (X 1,202,468) (X99,873)

47,50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47,500,000원 = 47,500  ㅇ현장상담셍터 운영 (X47,500)

52,373(11-2321-210-307-05) 민간위탁금

52,373,000원 = 52,373  ㅇ쉼터 민간위탁 운영비 (X5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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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산업국 429,507,192 429,370,715 136,477
(X6,548,857) (X6,412,380) (X136,477)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223,169,854 223,033,377 136,477
(X4,858,392) (X4,721,915) (X136,477)

농수산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시민생활보
호

성과목표 : 10,334,259 10,197,782 136,477
(X3,829,960) (X3,693,483) (X13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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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 논농업 직접 지불제 1,062,317 925,840 136,477
(X 1,062,317) (X 925,840) (X136,477)

136,477(11-3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36,477,000원 * 1식 = 136,477  ㅇ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X13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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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문화국 382,257,249 381,856,339 400,910
(X33,027,004) (X32,626,094) (X400,910)

젊은 문화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82,066,429 81,665,519 400,910
(X4,434,338) (X4,033,428) (X400,910)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성과목표 : 73,273,948 72,873,038 400,910
(X3,758,900) (X3,357,990) (X4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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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1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7,512,142 7,510,232 1,910
(X 213,350) (X 211,440) (X1,910)

1,910(11-2114-210-307-05) 민간위탁금

1,880,000원 = 1,880  ㅇ가출청소년쉼터 운영 (X1,880)

30,000원 = 30  ㅇ청소년 자원봉사센터 (X30)

2361 강북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24,756,000 24,357,000 399,000

(X 399,000) (X 0) (X399,000)

399,000(11-2114-210-401-01) 시설비

399,000,000원 = 399,000  ㅇ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균특)보조금 (X3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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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환경국 607,425,365 606,445,365 980,000
(X66,424,590) (X65,444,590) (X980,000)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77,076,599 76,096,599 980,000
(X37,411,580) (X36,431,580) (X980,000)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76,176,599 75,196,599 980,000
(X37,411,580) (X36,431,580) (X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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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000 691,000 980,000
(X 1,401,000) (X 421,000) (X980,000)

140,000(11-2222-210-402-01) 민간자본보조

28,000,000원 * 5대 = 140,000  ㅇ하이브리드 전기차 (X140,000)

364,000(11-222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8,000,000원 * 13대 = 364,000  ㅇ하이브리드 전기차 (X364,000)

476,000(11-2222-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0,000원 * 17대 = 476,000  ㅇ하이브리드 전기차 (X4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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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