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1,737,709,876 812,00011,738,521,876

300 지방교부세 66,055,548 800,00066,855,548

310 지방교부세 66,055,548 800,00066,855,548

311 지방교부세 66,055,548 800,00066,855,548

01 지방교부세 66,055,548 800,00066,855,548

  ㅇ심사평가담당관 800,000

    ·2004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단체 인센티브 800,000,000원 800,000

500 보조금 532,083,407 12,000532,095,407

510 국고보조금등 532,083,407 12,000532,095,407

511 국고보조금등 532,083,407 12,000532,095,407

01 국고보조금 460,760,654 6,000460,766,654

  ㅇ문화과 6,000

    ·2005 사회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사업 6,000,000원 6,000

03 기금 48,920,534 6,00048,926,534

  ㅇ문화재과 6,000

    ·소규모주택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6,000,000원 6,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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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002,500,000 31,333,0001,033,833,000

100 도시철도건설사업 500,918,000 31,333,000532,251,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174,656,000 31,333,000205,989,000

131 국고보조금 174,656,000 31,333,000205,989,000

01 국고보조금 174,656,000 31,333,000205,989,000

  ㅇ지하철건설본부(총무과) 31,333,000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 31,333,000,000원 31,333,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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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4 주택사업 484,144,000 54,187,865538,331,865

100 국민주택사업계정 100,690,835 52,234,545152,925,380

130 보조금및교부세 0 52,234,54552,234,545

131 국고보조금 0 52,234,54552,234,545

01 국고보조금 0 52,234,54552,234,545

  ㅇ주택기획과 52,234,545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 19,113호 52,234,545

      -2002년 사업 (1,094호) 6,173,442,000원 6,173,442

      -2003년 사업 (8,709호) 22,125,258,000원 22,125,258

      -2004년 사업 (1,439호) 4,148,702,000원 4,148,702

      -2005년 사업 (7,871호) 19,787,143,000원 19,787,143

300 주택재개발사업계정 275,452,833 1,953,320277,406,153

330 보조금 0 1,953,3201,953,320

331 국고보조금 0 1,953,3201,953,320

01 국고보조금 0 1,953,3201,953,320

  ㅇ주거정비과 1,953,320

    ·재개발세입자임대주택 매입 - 2005년사업 (777호) 1,953,320,000원 1,953,32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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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9 한강수질개선 10,027,825 334,73310,362,558

100 한강수질개선사업 10,027,825 334,73310,362,558

130 보조금 9,079,019 334,7339,413,752

131 국고보조금 9,079,019 334,7339,413,752

03 기금수입 9,079,019 334,7339,413,752

  ㅇ수질과 334,733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34,733,000원 334,733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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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기획실 41,151,660 40,351,660 800,000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전략목표 : 2,153,000 1,353,000 800,000

성과중심의 평가관리강화로 책임경영시정 
정착

성과목표 : 1,198,000 398,000 8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성과관리계획 보완·수정건수 300건이상 300건이상 300건이상 실국에서 제출한 성과관리계획상의 목표,지표 등 수
정·보완한 실적확인

수시집중평가 실시 10건이상 10건이상 10건이상 평가보고 실적 확인

정기·수시평가결과 대안제시 건수 70건이상 80건이상 85건이상 정기·수시평가 결과보고서 확인

목표관리 평가결과 활용도 90%이상 92%이상 93%이상 인사관리, 성과급지급 등 반영내역확인

021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867,000 67,000 800,000

12,000(11-121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00원 = 12,000  ㅇ직원격려

37,000(11-1212-122-201-01) 일반운영비

37,000,000원 = 37,000  ㅇ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성과자료집

25,000(11-1212-122-202-03) 국외여비

25,000,000원 = 25,000  ㅇ선진국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벤치마킹

80,000(11-1212-122-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0원 * 8가구 = 80,000  ㅇㅇ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 시설기능보강

50,000(11-1212-220-207-02) 전산개발비등

50,000,000원 = 50,000  ㅇ항공사진 DB구축 및 판독시스템 개발용역

32,000(11-1212-220-307-05) 민간위탁금

32,000,000원 = 32,000  ㅇ남부여성발전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200,000(11-1212-220-401-01) 시설비

40,000,000원 * 2개소 = 80,000  ㅇ소방파출소 차고문 교체

80,000,000원 = 80,000  ㅇ송수실 공동구 분열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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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기획실



40,000,000원 = 40,000  ㅇ서울성곽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90,000(11-1212-220-402-01) 민간자본보조

90,000,000원 = 90,000  ㅇ시립노숙인쉼터 기능보강 사업

63,000(11-1212-220-402-02) 민간대행사업비

63,000,000원 = 63,000  ㅇ성매매여성 지원시설 차량 구입

211,000(11-1212-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000원 = 27,000  ㅇ홍보자료 구축용 카메라 구입(2세트)

26,000,000원 = 26,000  ㅇ조류탐사 프로그램 망원경 구입(11조)

68,000,000원 = 68,000  ㅇ노트북 등 사무용 기기 구입

45,000,000원 = 45,000  ㅇ이동용 미세먼지측정기 구입

= 10,000  ㅇ도시기후관측장비 구입

400,000원 * 20대 = 8,000    ·기후관측장비

400,000원 * 5대 = 2,000    ·관측자료수거기

35,000,000원 = 35,000  ㅇ청운복지회관 사무실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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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영기획실



문화국 382,321,045 382,309,045 12,000

(X33,090,800) (X33,078,800) (X12,000)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113,515,357 113,509,357 6,000
(X6,270,000) (X6,264,000) (X6,000)

시민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성과목표 : 11,951,000 11,945,000 6,000

(X1,370,000) (X1,364,000) (X6,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Hi Seoul 페스티벌 관람 시민 수 600천명 800천명 800천명 관람 시민 수 확인

Hi Seoul 페스티벌 시민만족도 70% 74% 77%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서울시 문화행사 시민만족도(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7
개 사업)

70% 74% 78% 만족도조사결과 확인

사양전통문화 지원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미실시 75점 78점 전문가평가위원회 평가점수 확인

영화제작 지원 105편 115편 125편 영화제작지원사업 수 확인

국제문화교류행사 지원 145백만원 345백만원 145백만원 국제문화교류행사 지원금액 확인

0360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119,000 113,000 6,000
(X 119,000) (X 113,000) (X6,000)

6,000(11-2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6,000  ㅇ2005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00,000원 = 1,000    ·짚풀생활사박물관 (X1,000)

5,000,000원 = 5,000    ·수유종합사회복지관 (X5,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1,207,526 41,201,526 6,000

(X20,582,092) (X20,576,092) (X6,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6,690,809 36,684,809 6,000
(X20,494,092) (X20,488,092) (X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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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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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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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3,638 7,477,638 6,000

(X 2,601,296) (X 2,595,296) (X6,000)

6,000(11-21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000,000원 = 6,000  ㅇ소규모주택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X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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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국



환경국 610,500,040 610,165,307 334,733

(X69,499,265) (X69,164,532) (X334,733)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전략목표 : 17,238,522 16,903,789 334,733
(X1,859,558) (X1,524,825) (X334,733)

한강수질개선성과목표 : 13,526,922 13,192,189 334,733

(X1,859,558) (X1,524,825) (X334,73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한강수질오염도(BOD) - 잠실 1.7ppm 1.6ppm 1.5ppm 환경부 수질측정망 수질측정자료 확인

한강수질오염도(BOD) - 가양 3.2ppm 3.1ppm 3.0ppm 환경부 수질측정망 수질측정자료 확인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합동단속) 연10회 연10회 연10회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실적 확인

0110 물이용부담금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227,733 1,893,000 334,733
(X 334,733) (X 0) (X334,733)

334,733(29-1211-210-701-01) 기타회계전출금

22,315,530,000원*1.5% =

334,733  ㅇ물이용부담금 세입증대(120원→140 인상) (X3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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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주택국 778,483,723 724,295,858 54,187,865

(X69,774,665) (X15,586,800) (X54,187,865)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전략목표 : 338,426,649 284,238,784 54,187,865
(X54,187,865) (X0) (X54,187,865)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안정성 도모성과목표 : 250,593,713 196,405,848 54,187,865

(X54,187,865) (X0) (X54,187,86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호수 20,049호 20,040호 20,000호 계획대비 실적확인

상암지구 주택건설(3공구) 40%(40%) 20%(60%) 20%(80%) 계획대비 조성공정률 확인

장월지구 주택건설 공정률 60%(60%) 30%(90%) 10%(100%) 계획대비 조성 공정률 확인

장지 ·발산지구 주택건설 공정률 40%(40%) 30%(70%) 30%(100%) 계획대비 조성공정률 확인

1201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146,863,545 94,629,000 52,234,545

(X 52,234,545) (X 0) (X52,234,545)

52,234,545(24-1213-210-502-01) 출자금

= 52,234,545  ㅇ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19,113호)

6,173,442,000원 = 6,173,442    ·2002년 사업 (1,094호, 19평) (X6,173,442)

22,125,258,000원 = 22,125,258    ·2003년 사업 (8,709호, 17.3평) (X22,125,258)

4,148,702,000원 = 4,148,702    ·2004년 사업 (1,439호, 17.3평) (X4,148,702)

19,787,143,000원 = 19,787,143    ·2005년 사업 (7,871호, 17.8평) (X19,787,143)

3101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80,682,719 78,729,399 1,953,320

(X 1,953,320) (X 0) (X1,953,320)

1,953,320(24-3212-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1,953,320  ㅇ재개발세입자임대주택 매입(777호)

1,953,320,000원 = 1,953,320    ·2005년 사업(777호) (X1,9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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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국



지하철건설본부 532,251,000 500,918,000 31,333,000

(X205,989,000) (X174,656,000) (X31,333,000)

(채 82,400,000) (채 82,400,000) (채0)

효율적인 공정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지
하철 건설

전략목표 : 515,354,981 484,021,981 31,333,000
(X205,989,000) (X174,656,000) (X31,333,000)

(채 82,400,000) (채 82,400,000) (채0)

철저한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지하철 건설성과목표 : 515,065,000 483,732,000 31,333,000

(X205,989,000) (X174,656,000) (X31,333,000)

(채 82,400,000) (채 82,400,000) (채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지하철9호선 건설 추진 공정율 32% 47% 74% 계획대비 추진공정 확인

지하철3호선 연장건설 추진 공정율 5% 11% 34% 계획대비 추진공정 확인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추진 공정율 (실시설계5%) 4%(설계100%) 18% 계획대비 추진공정 확인

0103 지하철9호선1단계건설 463,083,000 431,750,000 31,333,000

(X 185,233,000) (X 153,900,000) (X31,333,000)

(채 82,400,000) (채 82,400,000) (채0)

31,333,000(21-1213-210-401-01) 시설비

31,333,000,000원 = 31,333,000  ㅇ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 (X31,3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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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철건설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