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1,728,735,204 8,974,67211,737,709,876

500 보조금 523,108,735 8,974,672532,083,407

510 국고보조금등 523,108,735 8,974,672532,083,407

511 국고보조금등 523,108,735 8,974,672532,083,407

01 국고보조금 454,230,385 6,530,269460,760,654

  ㅇ재무과 84,000

    ·복식부기도입 사업추진(시본청, 20개자치구) 4,000,000원 * 21기관 84,000

 ㅇ사회과 5,900,140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5,872,590,000원 5,872,590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7,550,000원 27,550

 ㅇ대기과 392,000

    ·저공해자동차 보급(하이브리드 전기차) 392,000,000원 392,000

 ㅇ농수산유통과 154,129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5,043,000원 5,04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149,086,000원 149,086

03 기금 46,476,131 2,444,40348,920,534

  ㅇ보건정책과 2,439,607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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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유아정기예방 접종 14,607,000원 14,607

    ·어린이병원 의료장비 구입 2,425,000,000원 2,425,000

 ㅇ문화재과 4,796

    ·소규모주택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4,796,000원 4,796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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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4 주택사업 480,200,000 3,944,000484,144,000

200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28,095,744 3,944,00032,039,744

230 보조금 11,632,000 3,944,00015,576,000

231 국고보조금 11,632,000 3,944,00015,576,000

01 국고보조금 11,632,000 3,944,00015,576,000

  ㅇ주거정비과(기금) 3,944,000

    ·구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임대주택건설) 3,944,000,000원 3,944,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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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무국 130,437,431 130,353,431 84,000
(X84,000) (X0) (X84,000)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전략목표 : 14,664,172 14,580,172 84,000
(X84,000) (X0) (X84,000)

총력 징수 체제 확립으로 시 세입목표 달성성과목표 : 14,664,172 14,580,172 84,000
(X84,000) (X0) (X8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시 세입 목표액 84,986억원 86,818억원 89,926억원 시세입 징수 실적

38세금기동팀 운영실적 432억원 394억원 398억원 최종 징수액

세외수입 징수금액 8,526억원 7,879억원 7,763억원 세외수입 징수실적

0813 복식부기도입 사업추진 84,000 0 84,000
(X 84,000) (X 0) (X84,000)

4,000(11-1261-210-201-01) 일반운영비

4,000,000원 = 4,000  ㅇ시 · 자치구 등 복식부기 담당자 교육 (X4,000)

80,000(11-126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00원 * 20개자치구 = 80,000  ㅇ20개 자치구 복식부기 담당자 교육 (X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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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무국



복지건강국 1,945,540,997 1,937,201,250 8,339,747
(X547,463,441) (X539,123,694) (X8,339,747)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964,130,437 958,230,297 5,900,140
(X410,115,885) (X404,215,745) (X5,900,140)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919,479,768 913,579,628 5,900,140
(X386,024,626) (X380,124,486) (X5,9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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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834,717 256,962,127 5,872,590
(X 176,830,025) (X 170,957,435) (X5,872,590)

5,872,590(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872,590,000원 * 1식 = 5,872,590  ㅇ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X5,872,590)

0302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6,046,857 16,019,307 27,550
(X 8,297,988) (X 8,270,438) (X27,550)

27,550(11-2311-210-307-01) 의료및구료비

27,550,000원 * 1식 = 27,550  ㅇ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X27,55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제고

전략목표 : 115,242,296 112,802,689 2,439,607

(X31,351,038) (X28,911,431) (X2,439,607)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성과목표 : 49,959,106 47,519,499 2,439,607

(X24,803,426) (X22,363,819) (X2,439,60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암 검진률 25% 30% 35% 검진자수/(저소득검진대상자수 369,000명)

영유아 예방접종률 79% 81% 82% 접종실적(%)/대상자수(0~6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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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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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4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의료장비 구입 3,395,000 970,000 2,425,000
(X 2,425,000) (X 0) (X2,425,000)

2,425,000(11-2212-210-402-01) 민간자본보조

2,425,000,000원 = 2,425,000  ㅇ어린이병원 의료장비 구입 (X2,425,000)

2104 모자보건 사업 3,597,006 3,582,399 14,607
(X 1,947,664) (X 1,933,057) (X14,607)

14,607(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4,607,000원 = 14,607  ㅇ영유아 정기예방 접종 (X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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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산업국 429,741,321 429,587,192 154,129
(X6,782,986) (X6,628,857) (X154,129)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223,403,983 223,249,854 154,129
(X5,092,521) (X4,938,392) (X154,129)

농수산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시민생활보
호

성과목표 : 10,568,388 10,414,259 154,129
(X4,064,089) (X3,909,960) (X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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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10,224 5,181 5,043
(X 10,224) (X 5,181) (X5,043)

5,043(11-3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043,000원 = 5,043  ㅇ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X5,043)

0311 논농업 직접 지불제 1,211,403 1,062,317 149,086
(X 1,211,403) (X 1,062,317) (X149,086)

149,086(11-3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49,086,000원 = 149,086  ㅇ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X14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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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문화국 382,309,045 382,304,249 4,796
(X33,078,800) (X33,074,004) (X4,796)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1,201,526 41,196,730 4,796
(X20,576,092) (X20,571,296) (X4,796)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6,684,809 36,680,013 4,796
(X20,488,092) (X20,483,296) (X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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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2 문화재 보수사업(자치구이전) 7,477,638 7,472,842 4,796
(X 2,595,296) (X 2,590,500) (X4,796)

4,796(11-21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796,000원 = 4,796  ㅇ소규모주택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X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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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환경국 610,165,307 609,773,307 392,000
(X69,164,532) (X68,772,532) (X392,000)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77,552,599 77,160,599 392,000
(X37,887,580) (X37,495,580) (X392,000)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76,652,599 76,260,599 392,000
(X37,887,580) (X37,495,580) (X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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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7,000 1,755,000 392,000
(X 1,877,000) (X 1,485,000) (X392,000)

364,000(11-2222-210-402-01) 민간자본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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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0(11-222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8,000,000원 * 1대 = 28,000  ㅇ하이브리드 전기차 (X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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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주택국 724,295,858 720,351,858 3,944,000
(X15,586,800) (X11,642,800) (X3,944,000)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전략목표 : 56,716,791 52,772,791 3,944,000
(X15,576,000) (X11,632,000) (X3,944,0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으로 주거수준 향상

성과목표 : 52,942,871 48,998,871 3,944,000
(X15,576,000) (X11,632,000) (X3,94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주택재개발 및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지구수 10개소/5개소 10개소/3개소 10개소/3개소 실적확인

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지구
수

30개소 23개소 23개소 실적확인

주택재건축분야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75%,계획수립 100% 용역 공정률 및 기본계획수립 여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수 2개소 2개소 2개소 계획대비 실적확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지원액 400억원 200억원 400억원 융자지원 실적확인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율 50%(50%) 20%(70%) 30%(100%) 계획대비 실적 확인

2241 구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944,000 0 3,944,000
(X 3,944,000) (X 0) (X3,944,000)

3,944,000(24-2212-210-502-01) 출자금

= 3,944,000  ㅇ구산지구(결핵인 마을) 주거환경개선

3,944,000,000원 = 3,944,000    ·임대주택건설 출자금(SH공사) (X3,9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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