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230,900,521 5,382,15310,236,282,674

500 보조금 562,545,431 5,382,153567,927,584

510 국고보조금등 562,545,431 5,382,153567,927,584

511 국고보조금등 562,545,431 5,382,153567,927,584

01 국고보조금 482,338,103 4,928,218487,266,321

  ㅇ보육시설운영지원 3,744,615

    ·보육시설운영 1,513,689,000 1,513,689

    ·보육료지원 2,230,926,000 2,230,926

 ㅇ보육정보센터운영비 5,000,000 5,000

 ㅇ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9,350,000 9,350

  ㅇ취약지역간이화장실 개선(영등포구 대림체육공원) 150,000,000 150,000

  ㅇ토양개량제공급 1,928,000 1,928

  ㅇ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 17,325,000 17,325

  ㅇ국비지원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000,000,000 1,000,000

03 기금 56,713,828 453,93557,167,763

  ㅇ예방접종약품비 161,935,000 161,935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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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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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06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보조금(기금)지원 -용산구외11개구
292,000,000

292,000

2 



28 의료급여기금 403,900,000 1,000,000404,900,000

100 의료급여기금 403,900,000 1,000,000404,900,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213,510,430 1,000,000214,510,430

131 국고보조금 213,510,430 1,000,000214,510,430

01 국고보조금 213,510,430 1,000,000214,510,430

  ㅇ의료급여대상 진료비 1,000,000,000 1,00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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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390,122,526 386,363,561 3,758,965
(X83,061,357) (X79,302,392) (X3,758,965)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84,271,440 84,262,090 9,350
(X16,352,582) (X16,343,232) (X9,350)

소외여성지원 확대로 여성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3,260,769 13,251,419 9,350
(X6,505,892) (X6,496,542) (X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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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6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2,380,302 2,370,952 9,350
(X 969,826) (X 960,476) (X9,350)

9,350(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9,350,000 = 9,350  ㅇ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X9,350)

보육수요 충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전략목표 : 218,678,763 214,929,148 3,749,615
(X59,999,670) (X56,250,055) (X3,749,615)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성과목표 : 199,667,165 195,917,550 3,749,615
(X51,637,195) (X47,887,580) (X3,749,61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보육시설 종사자 재직 증가율 31.5% 32% 32.5% 평균 3년이상 재직자 확인

보육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확충 7,300명 8,400명 9,500명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수

보육정보센터 상담실적 7,000건 7,400건 7,800건 상담실적 건수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 1,680개소 2,024개소 1,678개소 연간 평가대상시설 수

출산장려대책에 의한 보육료지원 확대 133,128명 133,300명 134,542명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

0201 보육시설 운영 지원 199,281,834 195,537,219 3,744,615

(X 51,606,995) (X 47,862,380) (X3,74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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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3,744,615(11-232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3,744,615  ㅇ보육시설운영

1,513,689,000 = 1,513,689    ·종사자인건비 (X1,513,689)

2,230,926,000 = 2,230,926    ·저소득보육료 (X2,230,926)

0203 보육정보센터 운영 355,331 350,331 5,000
(X 30,200) (X 25,200) (X5,000)

5,000(11-2323-210-307-05) 민간위탁금

5,000,000원 = 5,000  ㅇ보육정보센터운영비 (X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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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1,758,556,967 1,757,245,032 1,311,935
(X544,671,816) (X543,359,881) (X1,311,93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043,033,031 1,042,033,031 1,000,000
(X464,321,752) (X463,321,752) (X1,000,000)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002,533,245 1,001,533,245 1,000,000
(X437,815,079) (X436,815,079) (X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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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1 의료급여사업 404,900,000 403,900,000 1,000,000
(X 214,510,430) (X 213,510,430) (X1,000,000)

600,000(28-1211-210-307-05) 민간위탁금

600,000,000 = 600,000  ㅇ의료급여대상 진료비 (X600,000)

400,000(28-12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0,000 = 400,000  ㅇ자치구 의료급여사업비 (X400,000)

시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전략목표 : 1,798,125 1,648,125 150,000
(X150,000) (X0) (X150,000)

화장실문화 세계일류화를 위한 점검 및 관
리강화

성과목표 : 1,552,000 1,402,000 150,000
(X150,000) (X0) (X1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첨단 무인화장실 신규설치 실적 7개소(41개소) 3개소(44개소) 신규설치실적 확인

등급제 적용 개방화장실 등급지정 향샹율 600개(등급지정) 4% 5% 등급제 적용 개방화장실 향상실적 확인

1609 취약지역 간이화장실 개선 450,000 300,000 150,000

(X 150,000) (X 0) (X150,000)

150,000(11-221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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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150,000,000 = 150,000  ㅇ취약지역 간이화장실 개선(영등포구 대림체육공원) (X150,00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172,532,315 172,370,380 161,935
(X42,678,488) (X42,516,553) (X161,935)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11,383,563 11,221,628 161,935
(X6,905,649) (X6,743,714) (X1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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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 예방접종사업 3,696,046 3,534,111 161,935
(X 2,131,391) (X 1,969,456) (X161,935)

161,935(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61,935,000 = 161,935  ㅇ예방접종약품비 (X1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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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산업국 424,678,729 424,676,801 1,928
(X6,849,673) (X6,847,745) (X1,928)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204,825,959 204,824,031 1,928
(X5,984,673) (X5,982,745) (X1,928)

농수산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시민생활보
호

성과목표 : 6,603,109 6,601,181 1,928
(X3,508,373) (X3,506,445) (X1,92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55,000건 60,000건 62,500건 지도단속 건수

친환경농장 조성운영(구좌) 7,000 7,500 8,000 참여구좌 확인조사

친환경농장 참여자 만족도 70% 75% 80% 만족도 확인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 440건 470건 470건 검사건수 확인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건수 8,900건 9,000건 9,000건 검사건수 확인

가축 방역수 187,467두 187,467두 265,554두 방역대장 확인

도시농업 육성지원 실적 1,108백만원 1,366백만원 1,425백만원 지원실적

농업관련 교육생 만족도 84% 84% 84% 자체설문 조사

도시농업기술 보급 사업수 23건 23건 24건 추진결과 확인

도시농업기술 만족도 70% 75% 80% 자체설문조사

유기동물 보호수 13,000두 20,000두 21,000두 관리 두수 확인

0204 토양개량제 공급 38,048 36,120 1,928
(X 34,034) (X 32,106) (X1,928)

1,928(11-3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928,000 = 1,928  ㅇ토양개량제공급사업 (X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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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문화국 360,831,188 360,539,188 292,000
(X37,927,868) (X37,635,868) (X292,000)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가문화도
시 만들기

전략목표 : 67,172,007 66,880,007 292,000
(X2,402,670) (X2,110,670) (X292,000)

시민체육공간 확충 및 운영 효율화성과목표 : 37,505,581 37,213,581 292,000
(X492,000) (X200,000) (X2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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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9 생활체육시설 확충 292,000 0 292,000
(X 292,000) (X 0) (X292,000)

292,000(11-212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92,000,000 = 292,000  ㅇ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지원-용산구외 11곳 (X2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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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소방방재본부 369,394,570 369,377,245 17,325
(X1,996,321) (X1,978,996) (X17,325)

시민 자율 방재능력 향상전략목표 : 5,219,683 5,202,358 17,325
(X17,325) (X0) (X17,325)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성과목표 : 5,219,683 5,202,358 17,325
(X17,325) (X0) (X17,32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재난교육·훈련의 강화 전년대비0.2%증가 전년대비0.2%증가 전년대비0.2%증가 재난교육·훈련실적 확인

시민안전체험관 이용활성화 123.6천명 127.2천명 130천명 시민안전체험관 이용실적 확인

6102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2,931,663 2,914,338 17,325
(X 17,325) (X 0) (X17,325)

15,180(11-4211-210-201-01) 일반운영비

6,006,000 = 6,006  ㅇ안전통제선,이동식 지휘소 등 설치 (X6,006)

9,174,000 = 9,174  ㅇ시민수상구조대 피복 구매 (X9,174)

2,145(11-4211-210-301-10) 행사실비보상금

2,145,000 = 2,145  ㅇ시민수상구조대 급식비 (X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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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방재본부



도시계획국 650,474,700 649,474,700 1,000,000
(X7,233,000) (X6,233,000) (X1,000,000)

지역균형발전도모전략목표 : 44,489,300 43,489,300 1,000,000
(X7,233,000) (X6,233,000) (X1,000,000)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성과목표 : 10,437,900 9,437,900 1,000,000
(X7,233,000) (X6,233,000) (X1,0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 재래시장수 17(77) 8(85) 8(93) 환경개선사업 시행 재래시장수 확인

재래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변경 시장
수

15(83) 15(98) 10(108) 사업시행구역 선정 재래시장수 확인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4회(27회) 6회(33회) 6회(39회) 경영현대화 지원 회수 확인

0156 국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9,577,000 8,577,000 1,000,000

(X 7,233,000) (X 6,233,000) (X1,000,000)

1,000,000(11-242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0 = 1,000,000  ㅇ국지지원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X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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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