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1,722,521,486 6,213,71811,728,735,204

500 보조금 516,895,017 6,213,718523,108,735

510 국고보조금등 516,895,017 6,213,718523,108,735

511 국고보조금등 516,895,017 6,213,718523,108,735

01 국고보조금 450,772,362 3,458,023454,230,385

  ㅇ여성정책담당관 11,000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22,000,000원 * 50% 11,000

 ㅇ가족보육담당관 2,190,992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4,381,984,000원 * 50% 2,190,992

 ㅇ보건정책과 238,486

    ·알코올의존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238,486,000원 238,486

 ㅇ노인복지과 288,854

    ·경로연금 추가배정분 288,854,000원 288,854

 ㅇ장애인복지과 517,091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246,571,000원 246,571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70,520,000원 270,520

 ㅇ관광과 47,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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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47,000,000원 47,000

 ㅇ대기과 84,000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84,000,000원 84,000

 ㅇ농수산유통과 80,000

    ·가축방역사업(광우병) 추가지원 80,000,000원 80,000

 ㅇ건축과 600

    ·2005.9.17 ~ 9.18기간중 호우피해 복구비 600,000원 60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1,276,877 1,125,34222,402,219

  ㅇ자연생태과 1,125,342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5,000,000원 65,00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60,342,000원 1,060,342

03 기금 44,845,778 1,630,35346,476,131

  ㅇ마케팅담당관 100,000

    ·2005 국제회의도시 홍보 · 마케팅 100,000,000원 100,000

 ㅇ여성정책담당관 659,176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사업비 208,443,000원 208,443

    ·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 109,402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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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 회복사업 91,902,000원 91,902

      -직업훈련 17,500,000원 17,500

    ·가폭 · 성폭 피해자 중장기 쉼터 지원사업 30,675

      -가정폭력보호시설 19,950,000원 19,950

      -성폭력보호시설 10,725,000원 10,725

    ·성매매피해자 구조 · 지원사업비 310,656

      -법률지원 64,365,000원 64,365

      -의료지원 52,293,000원 52,293

      -직업훈련 55,920,000원 55,920

      -피해자 치료회복 74,635,000원 74,635

      -피해자 치료회복(추가분) 34,250,000원 34,250

      -쉼터운영비 지원 29,193,000원 29,193

 ㅇ보건정책과 871,177

    ·외국인근로자 · 노숙자 무료진료 491,520,000원 491,520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379,657,000원 379,657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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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시개발 762,700,000 1,138,600763,838,600

100 도시개발사업 762,700,000 1,138,600763,838,600

130 보조금및교부세 0 1,138,6001,138,600

131 국고보조금 0 1,138,6001,138,600

03 기금 0 1,138,6001,138,600

  ㅇ자연생태과 1,138,600

    ·미집행공원 용지보상 1,138,600

      -서오능 도시자연공원 조성 1,138,600,000원 1,138,6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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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료급여기금 353,975,532 6,852,897360,828,429

100 의료급여기금 353,975,532 6,852,897360,828,429

130 보조금및교부세 176,523,043 6,852,897183,375,940

131 국고보조금 176,523,043 6,852,897183,375,940

01 국고보조금 176,523,043 6,852,897183,375,940

  ㅇ사회과 6,852,897

    ·의료급여대상 진료비 6,852,897,000원 6,852,897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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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획관 13,594,844 13,494,844 100,000
(X100,000) (X0) (X100,000)

세계일류도시 서울이미지 제고전략목표 : 3,277,000 3,177,000 100,000
(X100,000) (X0) (X100,000)

서울컨벤션산업 지원강화로 도시마케팅 촉
진

성과목표 : 403,000 303,000 100,000
(X100,000) (X0) (X1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사)서울컨벤션뷰로 운영지원건수 15건 20건 지원건수 확인

0417 컨벤션을 통한 도시마케팅 403,000 303,000 100,000
(X 100,000) (X 0) (X100,000)

100,000(11-1223-210-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00원 = 100,000  ㅇ2005 국제회의도시 홍보 · 마케팅 (X10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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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1,937,201,250 1,925,571,577 11,629,673
(X539,123,694) (X527,494,021) (X11,629,67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958,230,297 951,377,400 6,852,897
(X404,215,745) (X397,362,848) (X6,852,897)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913,579,628 906,726,731 6,852,897
(X380,124,486) (X373,271,589) (X6,85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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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1 의료급여사업 360,828,429 353,975,532 6,852,897
(X 183,375,940) (X 176,523,043) (X6,852,897)

6,852,897(28-1211-210-307-05) 민간위탁금

6,852,897,000원 = 6,852,897  ㅇ의료급여대상 진료비 (X6,852,897)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76,123,968 73,262,800 2,861,168
(X15,897,119) (X13,035,951) (X2,861,168)

소외여성 지원확대로 여성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1,086,930 10,416,754 670,176
(X5,522,647) (X4,852,471) (X67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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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6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143,000 132,000 11,000
(X 134,000) (X 123,000) (X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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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11,000(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22,000,000원 * 50% = 11,000  ㅇ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X11,000)

0407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1,935,559 1,587,039 348,520
(X 1,606,259) (X 1,257,739) (X348,520)

348,52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208,443  ㅇ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사업비

208,443,000원 = 208,443    ·가정폭력 상담소 15개소 (X208,443)

= 109,402  ㅇ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

91,902,000원 = 91,902    ·치료 · 회복사업 (X9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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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675  ㅇ가폭 · 성폭 피해자중장기 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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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25,000원 = 10,725    ·성폭력보호시설 (X10,725)

0411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지원 2,791,720 2,481,064 310,656
(X 1,612,997) (X 1,302,341) (X310,656)

310,656(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64,365  ㅇ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64,365,000원 = 64,365    ·상담센터 및 쉼터 9개소 (X64,365)

= 52,293  ㅇ성매매피해여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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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920  ㅇ성매매피해여성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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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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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50,000원 = 34,250  ㅇ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쉼터 6개소, 추가분) (X34,250)

29,193,000원 = 29,193  ㅇ쉼터 운영비 지원(쉼터 2개소) (X29,193)

아동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로 건강한 아
동 및 가정 육성

성과목표 : 65,037,038 62,846,046 2,190,992
(X10,374,472) (X8,183,480) (X2,19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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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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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1 저소득 부·모자가정지원 12,485,585 10,294,593 2,190,992
(X 4,610,588) (X 2,419,596) (X2,190,992)

2,190,992(11-2322-21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381,984,000원 * 50%  = 2,190,992  ㅇ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X2,190,992)

노인복지 수준 향상전략목표 : 185,015,627 184,726,773 288,854
(X21,924,169) (X21,635,315) (X288,854)

저소득노인 지원성과목표 : 30,764,999 30,476,145 288,854
(X13,713,428) (X13,424,574) (X28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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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85,033 22,596,179 288,854
(X 13,713,428) (X 13,424,574) (X288,854)

288,854(11-231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88,854,000원 = 288,854  ㅇ경로연금 추가배정분 (X288,854)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복지수준 제
고

전략목표 : 214,515,319 213,998,228 517,091
(X15,287,795) (X14,770,704) (X517,091)

장애인 능력배양 및 지원으로 생활기반 조
성

성과목표 : 42,046,018 41,799,447 246,571
(X10,842,535) (X10,595,964) (X24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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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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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14,310 25,167,739 246,571
(X 10,161,712) (X 9,915,141) (X246,571)

246,571(11-2314-21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46,571,000원 = 246,571  ㅇ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X246,571)

장애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으로 복지
수준 제고

성과목표 : 109,949,919 109,679,399 270,520

(X4,445,260) (X4,174,740) (X270,52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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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5,120 5,824,600 270,520
(X 3,182,820) (X 2,912,300) (X270,520)

270,520(11-2314-210-402-01) 민간자본보조

270,520,000원 = 270,520  ㅇ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 배정 (X270,52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제고

전략목표 : 112,802,689 111,693,026 1,109,663
(X28,911,431) (X27,801,768) (X1,109,663)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6,905,042 6,413,522 491,520
(X3,778,912) (X3,287,392) (X491,52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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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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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1,713 1,690,193 491,520
(X 1,881,713) (X 1,390,193) (X491,520)

491,520(11-2212-210-307-01) 의료및구료비

491,520,000원 = 491,520  ㅇ노숙자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X491,52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성과목표 : 47,519,499 46,901,356 618,143

(X22,363,819) (X21,745,676) (X61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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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8,229,982 7,850,325 379,657

(X 5,613,207) (X 5,233,550) (X379,657)

379,657(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79,657,000원 = 379,657  ㅇ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X379,657)

230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3,259,751 3,021,265 238,486
(X 238,486) (X 0) (X238,486)

238,486(11-2212-210-402-01) 민간자본보조

238,486,000원 = 238,486  ㅇ알코올의존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X23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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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건강국



산업국 429,587,192 429,507,192 80,000
(X6,628,857) (X6,548,857) (X80,000)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223,249,854 223,169,854 80,000
(X4,938,392) (X4,858,392) (X80,000)

농수산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시민생활보
호

성과목표 : 10,414,259 10,334,259 80,000
(X3,909,960) (X3,829,960) (X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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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가축방역사업 754,188 674,188 80,000
(X 399,174) (X 319,174) (X80,000)

80,000(11-3111-210-206-01) 재료비

80,000,000원 = 80,000  ㅇBSE(광우병) 진단 킷트 (X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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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문화국 382,304,249 382,257,249 47,000
(X33,074,004) (X33,027,004) (X47,000)

관광활성화를 통한 관광문화 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4,660,988 4,613,988 47,000
(X206,648) (X159,648) (X47,000)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성과목표 : 2,209,625 2,162,625 47,000
(X107,000) (X60,000) (X47,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서울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응모 상품 수 3,000점 3,100점 3,100점 서울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응모 상품 수 확인

왕궁수문장 재현 관람자 수 900천명 1,000천명 1,000천명 관람자 수 확인(궁 관리소 입장객 통계 기준)

0511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산업 육성지원 489,000 442,000 47,000
(X 67,000) (X 20,000) (X47,000)

47,000(11-2113-210-307-05) 민간위탁금

47,000,000원 = 47,000  ㅇ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X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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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환경국 609,773,307 607,425,365 2,347,942
(X68,772,532) (X66,424,590) (X2,347,942)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77,160,599 77,076,599 84,000
(X37,495,580) (X37,411,580) (X84,000)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76,260,599 76,176,599 84,000
(X37,495,580) (X37,411,580) (X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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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5,000 1,671,000 84,000
(X 1,485,000) (X 1,401,000) (X84,000)

84,000(11-2222-210-402-01) 민간자본보조

7,000,000원 * 12대 = 84,000  ㅇ저공해 경유차 보급 (X84,000)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전략목표 : 353,778,654 351,514,712 2,263,942
(X14,351,376) (X12,087,434) (X2,263,942)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성과목표 : 270,030,775 267,766,833 2,263,942
(X12,662,080) (X10,398,138) (X2,2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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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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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0101 미집행 공원용지보상 132,751,600 131,613,000 1,138,600
(X 1,138,600) (X 0) (X1,138,600)

1,138,600(25-1231-210-401-01) 시설비

= 1,138,600  ㅇ미집행 공원용지보상

1,138,600,000원 = 1,138,600    ·서오능 도시자연공원 조성 (X1,138,600)

0242 개발제한구역관리 1,199,000 1,134,000 65,000
(X 1,134,000) (X 1,069,000) (X65,000)

65,000(11-2231-210-401-01) 시설비

325,000원 * 200개 = 65,000  ㅇ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X65,000)

0426 푸른수목원 조성 4,369,754 3,389,912 979,842
(X 3,508,754) (X 2,528,912) (X979,842)

979,842(11-2231-210-401-01) 시설비

979,842,000원 = 979,842  ㅇ푸른수목원 조성 (X979,842)

0524 소풍공원 조성 2,520,000 2,439,500 80,500

(X 1,350,000) (X 1,269,500) (X80,500)

80,500(11-2231-210-401-01) 시설비

80,500,000원 = 80,500  ㅇ소풍(나들이)공원 조성 (X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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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국



주택국 720,351,858 720,351,258 600
(X11,642,800) (X11,642,200) (X600)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전략목표 : 32,788,842 32,788,242 600
(X10,800) (X10,200) (X600)

도시·건축문화  수준 향상성과목표 : 3,539,080 3,538,480 600
(X10,800) (X10,200) (X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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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0 10,200 600
(X 10,800) (X 10,200) (X600)

600(11-2414-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주택침수 1동*600,000원 = 600  ㅇ2005.9.17~9.18 기간중 호우피해 복구비 (X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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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