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230,188,812 711,70910,230,900,521

500 보조금 561,833,722 711,709562,545,431

510 국고보조금등 561,833,722 711,709562,545,431

511 국고보조금등 561,833,722 711,709562,545,431

01 국고보조금 481,843,103 495,000482,338,103

  ㅇ강동구음식물류혜기물사료화시설보완공사(반입동 및 호퍼설치) 등
415,000,000원

415,000

  ㅇ학교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 80,000,000원 80,000

03 기금 56,497,119 216,70956,713,828

  ㅇ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비 24,809,000원 24,809

  ㅇ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40,000,000원 140,000

  ㅇ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기능보강비지원 51,900

    ·중구 4,000,000원 4,000

    ·송파구 4,000,000원 4,000

    ·12개소 43,900,000원 43,9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9/27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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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강수질개선 12,700,000 26,20012,726,200

100 한강수질개선사업 12,700,000 26,20012,726,200

130 보조금 11,776,113 26,20011,802,313

131 국고보조금 11,776,113 26,20011,802,313

03 기금 11,776,113 26,20011,802,313

  ㅇ여비 9,000,000원 9,000

    .잠실상수원합동단속 국내여비 1,000,000원 1,000

    ·수계관리 선진외국 실태 파악 국외여비 8,000,000원 8,000

 ㅇ일반운영비 11,000,000원 11,000

  ㅇ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6,200

    ·주민지원사업관련 업무용 칼라프린터구매 4,000,000원 4,000

    ·주민지원사업추진여비 2,200,000원 2,2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9/27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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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386,363,561 386,146,852 216,709
(X79,302,392) (X79,085,683) (X216,709)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84,262,090 84,237,281 24,809
(X16,343,232) (X16,318,423) (X24,809)

소외여성지원 확대로 여성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3,251,419 13,226,610 24,809
(X6,496,542) (X6,471,733) (X2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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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543 1,485,734 24,809
(X 1,068,093) (X 1,043,284) (X24,809)

24,809(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24,809,000원 = 24,809  ㅇ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비(상담소 3개소) (X24,809)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보호전략목표 : 63,239,331 63,047,431 191,900
(X6,700,168) (X6,508,268) (X191,900)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성과목표 : 53,708,443 53,568,443 140,000
(X4,853,578) (X4,713,578) (X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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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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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8,223,887 8,083,887 140,000
(X 915,938) (X 775,938) (X140,000)

140,000(11-2328-210-307-05) 민간위탁금

140,000,000원 = 140,000  ㅇ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X140,000)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성과목표 : 5,197,305 5,145,405 51,900
(X1,493,590) (X1,441,690) (X51,9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시민단체 유해환경감시활동 인원/단체 6,000/71 6,500/75 6,600/75 시민단체 유해환경 감시인원 및 단체확인(명/단체
수)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단속 실적 2,100건 2,200건 2,300건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단속 실적 확인

어려운청소년 수업료 등 지원 1,300명 1,300명 1,300명 지원실적 확인

대안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대안학교 수 300명/13개소 400명/16개소 450명/16개소 대안교육프로그램참여인원 및 대안학교수 확인

085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2,151,900 2,100,000 51,900
(X 1,101,900) (X 1,050,000) (X51,900)

43,900(11-2328-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43,900,000 = 43,900  ㅇ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기능보강비 지원(12개소) (X43,900)

8,000(11-2328-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8,000  ㅇ방과후아카데미 북카페 기능보강지지원

4,000,000원 = 4,000    ·중구 (X4,000)

4,000,000원 = 4,000    ·송파구 (X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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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국 360,539,188 360,459,188 80,000
(X37,635,868) (X37,555,868) (X80,000)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193,885,000 193,805,000 80,000
(X11,778,000) (X11,698,000) (X80,000)

시민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성과목표 : 19,295,000 19,215,000 80,000
(X6,331,000) (X6,251,000) (X8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Hi Seoul 페스티벌 관람 시민 수 800천명 800천명 900천명 관람 시민 수 확인

Hi Seoul 페스티벌 시민만족도 74% 77%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서울시 문화행사 시민만족도(시민문화한마당 등 9개
사업

74% 78%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무대공연지원작품에 대한 전문가 평가 75점 78점 80점 전문가평가위원회 평가점수 확인

영화제작 지원 115편 125편 130편 영화제작지원사업 수 확인

국제문화교류행사 참가 실적 3회 4회 4회 국제문화교류행사 참가 실적 확인

0362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80,000 0 80,000
(X 80,000) (X 0) (X80,000)

80,000(11-2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80,000  ㅇ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강북구,송파구)

80,000,000원 = 80,000    ·프로그램운영경비등 (X8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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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 210,247,289 209,806,089 441,200
(X65,816,609) (X65,375,409) (X441,200)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전략목표 : 15,683,670 15,657,470 26,200
(X26,200) (X0) (X26,200)

한강수질개선성과목표 : 14,240,770 14,214,570 26,200
(X26,200) (X0) (X26,2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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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질오염도(BOD) - 가양 3.0ppm 3.0ppm 2.9ppm 환경부 수질측정망 수질측정자료 확인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합동단속) 연10회 연10회 연10회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실적 확인

상수원 퇴적물 준설량(㎥) 42,582 40,000 30,000 준설량 확인

0106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000 19,000 9,000
(X 9,000) (X 0) (X9,000)

1,000(29-1211-210-202-01) 국내여비

1,000,000원 = 1,000  ㅇ잠실상수원합동단속여비 (X1,000)

8,000(29-1211-210-202-03) 국외여비

8,000,000원 = 8,000  ㅇ수계관리 선진외국 실태 파악 국외여비 (X8,000)

020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93,200 187,000 6,200
(X 6,200) (X 0) (X6,200)

2,200(29-1211-210-202-01) 국내여비

2,200,000원 = 2,200  ㅇ주민지원사업추진여비 (X2,200)

4,000(29-121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0원 = 4,000  ㅇ주민지원사업관련업무용 칼라프린터구매 (X4,000)

6101 잠실상수원 관리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23,000 312,000 11,000

(X 11,000) (X 0) (X11,000)

11,000(29-1211-210-201-01) 일반운영비

11,000,000원 = 11,000  ㅇ일반운영비 (X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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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전략목표 : 53,503,500 53,088,500 415,000
(X3,909,000) (X3,494,000) (X415,000)

폐기물발생 최소화성과목표 : 535,000 120,000 415,000
(X415,000) (X0) (X41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폐기물 원천감량 2.3% 3.1% 3.8% 기준년도(2003년 12,058톤)대비 감량실적 확인

0516 강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보완 415,000 0 415,000
(X 415,000) (X 0) (X415,000)

415,000(11-222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15,000,000 =

415,000  ㅇ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 보완공사(반입동 및 호퍼설치등) (X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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