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203,147,550 14,217,03010,217,364,580

500 보조금 534,792,460 14,217,030549,009,490

510 국고보조금등 534,792,460 14,217,030549,009,490

511 국고보조금등 534,792,460 14,217,030549,009,490

01 국고보조금 468,607,118 7,630,555476,237,673

  ㅇ사회과 6,250,000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6,250,000,000원 6,250,000

 ㅇ산업지원과 1,380,555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380,555,000원 1,380,555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0,421,500 3,000,00023,421,500

  ㅇ국제비즈니스추진반 3,000,000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3,000,000,000원 3,000,000

03 기금 45,763,842 3,586,47549,350,317

  ㅇ보건정책과 3,586,475

    ·만성병 조사 · 감시 FMTP 과정지원 41,912,000원 41,912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운영 시범사업 42,563,000원 42,563

    ·외국인 근로자 · 노숙자 무료진료 3,502,000,000원 3,502,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6/05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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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실 41,836,437 38,836,437 3,000,000
(X3,436,800) (X436,800) (X3,000,000)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조성전략목표 : 6,515,000 3,515,000 3,000,000
(X3,000,000) (X0) (X3,000,000)

사업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제
고

성과목표 : 6,025,000 3,025,000 3,000,000
(X3,000,000) (X0) (X3,0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회의개최시 제안내용 등의 시정
활용율

70% 70% 70% 외국인 투자자문회의에서 제안 및 건의된 내용 등의
시정 활용율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실적 40명 110명 110명 지급실적 확인

외국인 상담실적(건) 1,700건 2,000건 2,000건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상담일지 확인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8건 8건 10건 지원실적 확인

용산 외국인학교 건립 공정율 70% 100% 건립 공정율

서울 Information Fair 참가업체 만족도 60% 70% 75% 행사 참가업체 만족도 조사

0188 용산외국인학교건립 3,000,000 0 3,000,000
(X 3,000,000) (X 0) (X3,000,000)

3,000,000(11-1218-210-402-01) 민간자본보조

3,000,000,000원 = 3,000,000  ㅇ용산외국인 학교 건립 (X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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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기획실



복지건강국 1,755,856,221 1,746,019,746 9,836,475
(X541,971,070) (X532,134,595) (X9,836,47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040,989,031 1,034,739,031 6,250,000
(X462,277,752) (X456,027,752) (X6,250,000)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000,489,245 994,239,245 6,250,000
(X435,771,079) (X429,521,079) (X6,2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선정수 800명 900명 900명 자치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한 실사

저소득틈새계층지원 확충실적 4,100명 4,300명 4,500명 지원실적

노숙자 자활교육 참여실적 950명 1000명 1,100명 자활교육 참여실적 확인

0331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 6,250,000 0 6,250,000
(X 6,250,000) (X 0) (X6,250,000)

6,250,000(11-2311-210-307-02) 민간경상보조

6,250,000,000원 = 6,250,000  ㅇ가사 ·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X6,250,00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172,025,569 168,439,094 3,586,475
(X42,171,742) (X38,585,267) (X3,586,475)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11,173,728 7,671,728 3,502,000
(X6,695,814) (X3,193,814) (X3,50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급성전염병 보균 검진율 93% 94% 95% 검진실적 확인

임시예방 접종자 수 520,000명 540,000명 560,000명 접종자수 확인

성병검진자 수 및 성병치료율 80천명/93% 80천명/95% 80천명/96% 검진 및 치료실적 확인

결핵(신환자)발굴실적 및 치료율 2,700명/84% 2,400명/87% 2,100명/90% 신환자 검진 및 치료실적 확인

에이즈 검진자 수 75,000명 80,000명 85,000명 검사실적 확인

외국인 근로자 검진 3,100건 3,200건 3,300건 검진실적 확인

영유아 예방접종율 79%/430천명 81%/430천명 82/430천명 접종실적/대상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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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1110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3,802,000 300,000 3,502,000
(X 3,502,000) (X 0) (X3,502,000)

3,502,000(11-2212-210-307-01) 의료및구료비

3,502,000,000원 = 3,502,000  ㅇ외국인 근로자 · 노숙자 무료진료 (X3,502,00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성과목표 : 64,207,355 64,122,880 84,475
(X31,695,085) (X31,610,610) (X84,47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저소득 시민 암 검진율 30% 35% 40% 검진자수/저소득 검진대장자수)

재가 만성질환자 등록율 21% 23% 25% 만성질환자 등록수/총방문 대상자수

정신질환자 재입원율 11% 10% 9% 재입원 감소실적 확인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82% 82.5% 83% 보건소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확인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의료행위 점검에 따른 위반 
감소율

3.3%/7.5천개 2.0%/8천개소 1.0%/8.5천개 위반감소율/점검실적

의약품등 판매·조제 점검에 따른 위반 감소율 3,4%/8회 3,1%/8회 2,9%/8회 위반감소율/점검실적

1433 노인건강관리 42,563 0 42,563
(X 42,563) (X 0) (X42,563)

42,563(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2,563,000원 = 42,563  ㅇ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시범운영 (X42,563)

170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228,615 186,703 41,912
(X 153,047) (X 111,135) (X41,912)

36,712(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36,712,000원 = 36,712  ㅇ만성병 조사 · 감시 FMTP (X36,712)

5,200(11-2212-210-202-01) 국내여비

5,200,000원 = 5,200  ㅇ만성병 조사 · 감시 FMTP 교육여비 (X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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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산업국 424,600,896 423,220,341 1,380,555
(X6,771,840) (X5,391,285) (X1,380,555)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204,813,126 203,432,571 1,380,555
(X5,971,840) (X4,591,285) (X1,380,555)

창업 및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성과목표 : 54,025,087 52,644,532 1,380,555
(X2,426,300) (X1,045,745) (X1,380,55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청년실업 참여인원 15,670명 16,385명 16,400명 참여인원 집계실적

하이서울 취업박람회 취업인원 4,000명 4,000명 4,000명 취업인원 확인

창업스쿨 교육생 교육수료율 70% 75% 76% 창업교육생 설문조사(수료인원/등록인원)

창업컨설팅 및 사후지도 건수 100업체 150업체 200업체 상담지도 일지 확인

신기술창업센터 입주업체 기술경영지도 건수 800 800 800 지원결과 자료 확인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지원건수 300 320 340 지원실적 자료확인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생존율 77% 79% 81% 창업보육센터 자료확인(1년이상 기업유지업체 누계)

대학생 창업동아리 참여수 38개 40개 45개 참여대학 신청수

직업학교 훈련생 입학률 98% 99% 100% 직업학교 정원대비 입학률

직업학교 졸업생 취업률 61% 62% 62% 직업학교 졸업생 취업률

0108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1,380,555 0 1,380,555
(X 1,380,555) (X 0) (X1,380,555)

1,380,555(11-3211-210-307-05) 민간위탁금

1,380,555,000원 = 1,380,555  ㅇ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8개소) (X1,3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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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