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217,364,580 698,37110,218,062,951

500 보조금 549,009,490 698,371549,707,861

510 국고보조금등 549,009,490 698,371549,707,861

511 국고보조금등 549,009,490 698,371549,707,861

01 국고보조금 476,237,673 49,927476,287,600

  ㅇ여성정책담당관 8,937

    ·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8,937,000원 8,937

 ㅇ정보시스템담당관 30,085

    ·인터넷 및 인트라넷 서버 구축 30,085,000원 30,085

 ㅇ농수산유통과 10,905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지원 10,630,000원 10,630

    ·방역보조원 인건비 지원 275,000원 275

03 기금 49,350,317 648,44449,998,761

  ㅇ보건정책과 301,005

    ·건강생활 실천사업 13,625,000원 13,625

    ·성병검진 및 치료비 4,094,000원 4,094

    ·임산부영유아영양보충시범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 175,036,000원 175,036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6/05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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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실천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 98,250,000원 98,250

    ·심뇌혈관질환 수첩 및 리후렛등 제작 10,000,000원 10,000

 ㅇ여성정책담당관 347,439

    ·성매매집결지 자활사업 운영 317,439,000원 317,439

    ·현장지원센터 설치 지원 30,000,000원 3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6/05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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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획단 39,011,265 38,195,767 815,498
(X978,063) (X162,565) (X815,498)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전략목표 : 4,456,266 3,640,768 815,498
(X978,063) (X162,565) (X815,498)

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성과목표 : 4,206,266 3,390,768 815,498
(X978,063) (X162,565) (X815,49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정보포털시스템 구축률 30% 100% (운영) 계획대비 실적확인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률 100%(1단계) 29%(2단계) 57%(2단계) 계획대비 실적확인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70% 75% 80% 만족도 조사 실시

전자결재 실시율 98.5% 99.5% 99.5% 전자결재율 확인

0204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845,583 30,085 815,498
(X 845,583) (X 30,085) (X815,498)

815,498(11-124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15,498,000원 = 815,498  ㅇ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구축 (X81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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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화기획단



여성가족정책관 382,120,795 380,343,295 1,777,500
(X75,059,626) (X73,282,126) (X1,777,500)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80,211,224 78,657,724 1,553,500
(X12,292,366) (X10,738,866) (X1,553,500)

소외여성지원 확대로 여성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2,574,553 11,121,053 1,453,500
(X5,819,676) (X4,366,176) (X1,453,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성매매 종사여성 상담건수 10,000건 10,500건 11,000건 성매매 상담실적

여성보호시설 운영 개소수 50개소 51개소 51개소 여성보호시설 개소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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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청소녀 거리상담 인원수 22,000명 22,500명 23,000명 상담 인원수 확인

0407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1,155,677 810,500 345,177
(X 713,227) (X 368,050) (X345,177)

15,120(11-2321-21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120,000원 = 15,120  ㅇ일본군위안부피해자간병비 (X15,120)

330,057(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164,915,000원 = 164,915  ㅇ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사업비(17개소) (X164,915)

= 165,142  ㅇ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 운영

112,823,000원 = 112,823    ·치료 · 회복사업 (X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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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19,000원 = 34,819    ·중장기쉼터지원 (X34,819)

0411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4,022,670 2,914,347 1,108,323
(X 2,739,216) (X 1,630,893) (X1,108,323)

987,323(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665,323  ㅇ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664,323,000원 = 664,323    · 막달레나의집외 3개소 (X664,323)

1,000,000원 = 1,000    ·막달레나의집, 쏘냐의 집 (추가분) (X1,000)

= 322,000  ㅇ성매매피해자 구조 · 지원사업비

70,000,000원 = 70,000    ·법률지원 (상담소 5개소) (X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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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82,500,000원 = 82,500    ·의료지원 (상담소 및 쉼터 18개소) (X82,500)

69,500,000원 = 69,500    ·직업훈련 (쉼터 13개소) (X69,500)

100,000,000원 = 100,000    ·치료회복 지원(쉼터 13개소) (X100,000)

121,000(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 121,000  ㅇ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설치

110,000,000원 = 110,000    ·성매매피해자 위기지원센터외 1개소 (X110,000)

11,000,000원 = 11,000    ·막달레나의집, 쏘냐의 집(추가분) (X11,000)

아동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로 건강한 아
동 및 가정 육성

성과목표 : 67,636,671 67,536,671 100,000
(X6,472,690) (X6,372,690) (X1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아동그룹홈 운영시설 확충 및 평균 수용실적 11개소/62명 12개소/68명 12개소/68명 아동그룸홈 시설 확충 및 평균 수용실적 확인

가정위탁보호 인원 수 610명 615명 620명 가정위탁보호 아동수 조사

공부방 확충 및 이용실적 93/2,540명 100/2,560명 100/2,580명 확충 및 이용실적 확인

전체 복지시설의 대학 평균 진학율 11% 12% 13% 전체시설의 고3학생 중 대학 진학자수 확인

아동학대 신고처리 건수 960건 1,010건 1,060건 신고처리 실적 확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건수 4,600명 4,800명 5,200명 예방교육 실적 확인

급식지원대상 아동 민간결연 추진율 70% 90% 95% 결연아동수 대비 급식지원대상 아동수 비율 확인

어린이 안전교육 참여실적 56,500명 71,500명 71,500명 교육참여인원 대비 서울시 2~3학년 어린이수(교육청
자료 확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수 10,651 11,710 12,880 지원실적 확인

가정의전화 상담 건수 10,000건 11,000건 12,000건 상담실적 확인

0307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급식 지원 10,059,760 9,959,760 100,000

(X 100,000) (X 0) (X100,000)

100,000(11-2324-210-307-06) 보험금

100,000,000원 = 100,000  ㅇ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X100,000)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보호전략목표 : 63,047,431 62,823,431 224,000
(X6,508,268) (X6,284,268) (X224,000)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성과목표 : 53,568,443 53,344,443 224,000
(X4,713,578) (X4,489,578) (X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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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 개소수 3개소(26개소) 2개소(28개소) 1개소(29개소) 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개소 실적확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1수련관 평균) 174천명 175천명 176천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자 수 확인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률 60% 62% 65%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률 확인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체험인원/강북지역영어체험마을
조성공정률

12천명/10% 22천명/100% 22천명 참여인원 및 공정률 확인

서울유스호스텔 건립 공정율 70% 100% 서울유스호스텔  공정율 확인

0701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8,083,887 7,873,887 210,000
(X 775,938) (X 565,938) (X210,000)

210,000(11-2328-210-307-05) 민간위탁금

210,000,000원 = 210,000  ㅇ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X210,000)

0702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7,237,640 7,223,640 14,000
(X 437,640) (X 423,640) (X14,000)

14,000(11-2328-210-307-05) 민간위탁금

14,000,000원 = 14,000  ㅇ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X14,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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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1,756,201,032 1,756,157,226 43,806
(X542,315,881) (X542,272,075) (X43,806)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172,370,380 172,326,574 43,806
(X42,516,553) (X42,472,747) (X43,806)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11,221,628 11,177,822 43,806
(X6,743,714) (X6,699,908) (X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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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657,179 614,294 42,885
(X 360,846) (X 317,961) (X42,885)

20,505(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20,505,000원 = 20,505  ㅇ전염병전문가(관리자) 교육비 (X20,505)

2,000(11-2212-210-202-01) 국내여비

2,000,000원 = 2,000  ㅇ전염병전문가(관리자) 교육여비 (X2,000)

20,380(11-2212-210-307-02) 민간경상보조

20,380,000원 = 20,380  ㅇ손상퇴원환자 표본병원 감시 운영비 (X20,380)

2207 에이즈 예방관리 1,749,681 1,748,760 921
(X 725,301) (X 724,380) (X921)

921(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921,000원 = 921  ㅇ에이즈예방 홍보교육 (X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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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산업국 424,676,801 424,611,801 65,000
(X6,847,745) (X6,782,745) (X65,000)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전략목표 : 57,973,963 57,908,963 65,000
(X865,000) (X800,000) (X65,000)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기업경쟁력 제
고

성과목표 : 20,117,963 20,052,963 65,000
(X65,000) (X0) (X6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회의 개최회수 4회 4회 4회 회의 개최회수

지하철양공사교육원및근로자복지센터 통합건립 60% 100% 인수 건립 공정률

0413 서울노사문화 지원 113,120 48,120 65,000
(X 65,000) (X 0) (X65,000)

65,000(11-3214-210-307-02) 민간경상보조

65,000,000원 = 65,000  ㅇ2006지역노사정협의회지원 (X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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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문화국 360,275,688 356,227,188 4,048,500
(X37,372,368) (X33,323,868) (X4,048,5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4,824,874 40,976,374 3,848,500
(X23,484,050) (X19,635,550) (X3,848,5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39,986,836 36,138,336 3,848,500
(X23,434,050) (X19,585,550) (X3,848,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북한산성 3단계 복원 120m(399) 450m(849) 446m(1295) 북한산성 복원실적 확인

풍납토성 토지보상 5235/59902 6000/65902 6000/71902 풍납토성 보상면적 확인(㎥,완료/누계)

유형문화재 발굴지정 25건 25건 25건 유형문화재 지정 건수 확인

서울관련 사료책자 발간 및 서울 역사,문화 탐방 9권/400명 10권/400명 10권/400명 사료책자 발간/서울역사 문화탐방 인원 확인

등록문화재 등록 10건(23건) 10건(33건) 10건(43건) 등록문화재 등록건수 확인

0212 문화재 보수사업(자치구이전) 10,360,500 6,940,000 3,420,500
(X 5,310,500) (X 1,890,000) (X3,420,500)

3,420,5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0,000원 = 350,000  ㅇ암사선사주거지 존지역보수정비 (X350,000)

700,000,000원 = 700,000  ㅇ숭례문지반추가부분시굴조사,지반복구 (X700,000)

91,000,000원 = 91,000  ㅇ서울동묘 서무보수 (X91,000)

59,500,000원 = 59,500  ㅇ서울문묘 동·서무 보수 (X59,500)

500,000,000원 = 500,000  ㅇ흥인지문 서북옹성지반보강 및 사업마무리 (X500,000)

100,000,000원 = 100,000  ㅇ평창동 박종화 가옥 지붕번와보수 (X100,000)

70,000,000원 = 70,000  ㅇ인왕산 국사당 서까래, 마루보수 (X70,000)

1,500,000,000원 = 1,500,000  ㅇ명동성당 제단후면 및 성당외벽 보수 (X1,500,000)

50,000,000원 = 50,000  ㅇ양화나루, 잠두봉 유적 안전진단 (X50,000)

0215 북한산성성곽복원 사업 628,000 200,000 428,000
(X 568,000) (X 140,000) (X428,000)

428,000(11-2112-210-401-01) 시설비

428,000,000원 = 428,000  ㅇ북한산성복원 (X4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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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가문화도
시 만들기

전략목표 : 66,880,007 66,680,007 200,000
(X2,110,670) (X1,910,670) (X200,000)

시민체육공간 확충 및 운영 효율화성과목표 : 37,213,581 37,013,581 200,000
(X200,000) (X0) (X2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 개소수 2개소(31개소) 3개소(34개소) 0개소(34개소) 자치구 체육센터건립 개소 수 확인

학교시설복합화 건립 신규지원 개소 수 20개소(42개소) 10개소(52개소) 10개소(62개소) 학교시설복합화 건립  지원실적 확인

잠실,효창,목동운동장 가동율 63% 64% 65% 잠실,효창,목동운동장 가동율 확인

잠실운동장 재정자립도 73% 75% 80% 잠실종합운동장 재정자립도 확인

2500 장충체육관 노후시설 교체 및 환경정비 200,000 0 200,000
(X 200,000) (X 0) (X200,000)

200,000(11-2121-210-401-01) 시설비

= 200,000  ㅇ장충체육관 노후시설 교체 및 환경정비

200,000,000원 = 200,000    ·매표소 정비 등 (X20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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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446,347,482 446,275,482 72,000
(X24,440,865) (X4,388,865) (X20,052,000)

도시 자연생태기반 구축전략목표 : 21,234,766 21,162,766 72,000
(X21,440,865) (X1,388,865) (X20,052,000)

생태계 보전성과목표 : 7,647,070 7,575,070 72,000
(X21,440,865) (X1,388,865) (X20,05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개소수 9개소 12개소 12개소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개소수 측정(누계)

도시생태림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수량 60,000주 65,000주 70,000주 도시생태림 식재 수량 확인

숲 가꾸기 536ha 674ha 680ha 숲 가꾸기 면적

0242 개발제한구역관리 295,000 223,000 72,000
(X 20,118,500) (X 66,500) (X20,052,000)

20,000(11-2236-210-201-01) 일반운영비

20,000,000원 = 20,000  ㅇ개발제한구역관리비지원 (X20,000,000)

36,000(11-2236-210-202-01) 국내여비

36,000,000원 = 36,000  ㅇ개발제한구역단속여비 (X36,000)

8,000(11-2236-210-401-01) 시설비

8,000,000원 = 8,000  ㅇ개발제한구역 초소 수선비(강서구) (X8,000)

8,000(11-2236-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00원 = 8,000  ㅇ개발제한구역관리물품구입 (X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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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도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