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224,885,255 5,303,55710,230,188,812

500 보조금 556,530,165 5,303,557561,833,722

510 국고보조금등 556,530,165 5,303,557561,833,722

511 국고보조금등 556,530,165 5,303,557561,833,722

01 국고보조금 481,139,103 704,000481,843,103

  ㅇ청소년담당관 654,000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9 개소) 654,000

      -증 ·개축(5개소) 445,000,000원 445,000

      -개보수(1개소) 150,000,000원 150,000

      -장비보강(3개소) 59,000,000원 59,000

 ㅇ대기과 50,000

    ·서울시 기후지도제작연구 용역비 50,000,000원 50,000

03 기금 51,897,562 4,599,55756,497,119

  ㅇ청소년담당관 2,720,000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14개소*80,000,000원 1,120,000

    ·공동생활가정전세자금지원사업 20개소*80,000,000원 1,600,000

 ㅇ여성정책담당관 652,057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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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사업비 164,915,000원 164,915

    ·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운영 165,142

      -치료 ·회복사업 112,823,000원 112,823

      -직업훈련 17,500,000원 17,500

      -중장기쉼터지원 34,819,000원 34,819

    .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비 322,000

      -법률지원 70,000,000원 70,000

      -의료지원 82,500,000원 82,500

      -직업훈련 69,500,000원 69,500

      -피해자 치료회복 100,000,000원 100,000

 ㅇ사회과 1,044,000

    · 미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1,044,000,000원 1,044,000

 ㅇ관광과 33,500

    ·2006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30,000,000원 30,000

    ·문화관광해설사 사업비 3,500,000원 3,500

 ㅇ문화재과 150,000

    ·탑골공원동문보수 150,000,000원 15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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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2 교통사업 900,000,000 14,390900,014,390

100 교통관리계정 798,000,000 14,390798,014,390

130 보조금및교부세 49,154,403 14,39049,168,793

131 국고보조금 49,154,403 14,39049,168,793

01 국고보조금 49,154,403 14,39049,168,793

  ㅇ교통계획과 14,390

    ·하남 ∼군자간  BRT 건설사업 보조금 14,390,000원 14,39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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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386,146,852 382,120,795 4,026,057
(X79,085,683) (X75,059,626) (X4,026,057)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84,237,281 80,211,224 4,026,057
(X16,318,423) (X12,292,366) (X4,026,057)

소외여성지원 확대로 여성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3,226,610 12,574,553 652,057
(X6,471,733) (X5,819,676) (X6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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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5,734 1,155,677 330,057
(X 1,043,284) (X 713,227) (X330,057)

330,057(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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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142  ㅇ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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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4,670 4,022,670 322,000
(X 3,061,216) (X 2,739,216) (X322,000)

322,00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70,000,000원 = 70,000  ㅇ성매매피해여성법률지원 (X70,000)

82,500,000원 = 82,500  ㅇ성매매피해여성의료지원 (X82,500)

69,500,000원 = 69,500  ㅇ성매매피해여성직업훈련 (X69,500)

100,000,000원 = 100,000  ㅇ성매매피해여성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X100,000)

아동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로 건강한 아
동 및 가정 육성

성과목표 : 71,010,671 67,636,671 3,374,000
(X9,846,690) (X6,472,690) (X3,3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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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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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581,000 927,000 654,000

(X 654,000) (X 0) (X654,000)

654,000(11-2324-210-402-01) 민간자본보조

654,000,000원 = 654,000  ㅇ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X654,000)

0308 지역사회공부방지원 4,286,000 3,166,000 1,120,000
(X 1,612,000) (X 492,000) (X1,120,000)

1,120,000(11-2324-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개소*80,000,000원 = 1,120,000  ㅇ지역아동센터전세자금지원사업 (X1,120,000)

0501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3,473,164 1,873,164 1,600,000
(X 1,844,694) (X 244,694) (X1,600,000)

1,600,000(11-2324-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개소*80,000,000원 = 1,600,000  ㅇ공동생활가정전세자금지원사업 (X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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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1,757,245,032 1,756,201,032 1,044,000
(X543,359,881) (X542,315,881) (X1,044,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042,033,031 1,040,989,031 1,044,000
(X463,321,752) (X462,277,752) (X1,044,000)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001,533,245 1,000,489,245 1,044,000
(X436,815,079) (X435,771,079) (X1,0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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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0 미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1,044,000 0 1,044,000
(X 1,044,000) (X 0) (X1,044,000)

1,044,000(11-231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44,000,000원 = 1,044,000  ㅇ미 신고시설등 지원사업 (X1,0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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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문화국 360,459,188 360,275,688 183,500
(X37,555,868) (X37,372,368) (X183,5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4,974,874 44,824,874 150,000
(X23,634,050) (X23,484,050) (X150,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40,136,836 39,986,836 150,000
(X23,584,050) (X23,434,050) (X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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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0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450,000 300,000 150,000
(X 150,000) (X 0) (X150,000)

150,000(11-2112-210-401-01) 시설비

150,000,000원 = 150,000  ㅇ탑골공원동문보수 (X150,000)

관광활성화를 통한 관광문화 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5,510,404 5,476,904 33,500
(X113,148) (X79,648) (X33,500)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성과목표 : 856,810 853,310 3,500
(X33,148) (X29,648) (X3,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도심부 도보관광 참여인원 수 15천명 18천명 20천명 도심부 도보관광 참여인원 수 확인

도심부 도보관광 코스운영 수 5개장소/10개코스 5개장소/10개코스 5개장소/11개코스 도심부 도보관광 코스 운영실적 확인

서울 시티투어버스 이용자 수 60천명 63천명 68천명 서울시티투어버스 이용자 수 확인

관광불편신고 처리기간 단축 18일 17일 17일 관광불편신고 처리기간 확인

0538 도심부 도보관광코스 개발 , 운영 223,210 219,710 3,500

(X 33,148) (X 29,648) (X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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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3,500(11-2113-210-301-10) 행사실비보상금

3,500,000원 = 3,500  ㅇ문화관광해설사사업 (X3,500)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성과목표 : 3,105,636 3,075,636 30,000
(X60,000) (X30,000) (X3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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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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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2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30,000 0 30,000
(X 30,000) (X 0) (X30,000)

30,000(11-211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0,000원 = 30,000  ㅇ2006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X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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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국



환경국 209,806,089 209,756,089 50,000
(X65,375,409) (X65,325,409) (X50,000)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116,706,000 116,656,000 50,000
(X61,841,409) (X61,791,409) (X50,000)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116,706,000 116,656,000 50,000
(X61,841,409) (X61,791,409) (X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 12,785대 42,398대 45,000대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 확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대수(기준초과차량 적발률) 1,200천대 1,000천대 1,000천대 단속대수 확인

먼지발생사업장 단속건수 10천개소 10천개소 10천개소 공사장 단속실적 확인

미세먼지오염도(㎍/㎥) 58 55 52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오존오염도(ppm) 0.014 0.014 0.014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친환경절약형 에너지시설 설치 - 2개소 2개소 설치개소수 확인

0121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연구 용역 50,000 0 50,000
(X 50,000) (X 0) (X50,000)

50,000(11-2222-210-207-01) 용역비

50,000,000원 = 50,000  ㅇ서울시기후지도제작연구 용역비 (X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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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교통국 2,607,975,528 2,607,961,138 14,390
(X64,168,793) (X64,154,403) (X14,390)

대중교통 획기적 개선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전략목표 : 442,534,501 442,520,111 14,390
(X21,380,793) (X21,366,403) (X14,390)

버스노선·운영체계 개선으로 안정적 버스
운영기반 확보

성과목표 : 315,671,527 315,657,137 14,390
(X14,390) (X0) (X14,39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전년대비버스노선관련민원감소율 50% 55% 60% 버스노선관련 민원자체 통계

버스운행성과 평가 점수 65점 70점 72.5점 서비스평가후 점수 부여

공영차고지 조성 개소수(누계) 5개소 7개소 9개소 공영차고지 조성개수 확인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개소수 1개소 4개소 4개소 계획대비 실적확인

대중교통수송분담률(버스) 65%(30%) 68%(31.9%) 70%(33.4%) 시정통계

버스운송비 재정지원수준 17% 15% 15% 운송비대비 지원실적

6117 수도권교통조합 분담금 2,020,800 2,006,410 14,390

(X 14,390) (X 0) (X14,390)

14,390(22-1111-210-308-05) 자치단체부담금

14,390,000원 = 14,390  ㅇ하남∼군자간 BRT건설사업 보조금 (X1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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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