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236,282,674 494,07010,236,776,744

500 보조금 567,927,584 494,070568,421,654

510 국고보조금등 567,927,584 494,070568,421,654

511 국고보조금등 567,927,584 494,070568,421,654

01 국고보조금 487,266,321 464,070487,730,391

  ㅇ전염병관리자과정 통합교육·행사비 22,075,000 22,075

  ㅇ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151,995,000 151,995

  ㅇ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290,000,000 290,000

03 기금 57,167,763 30,00057,197,763

  ㅇ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국외연수 30,000,000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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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274,521 390,122,526 151,995
(X83,213,352) (X83,061,357) (X151,995)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84,423,435 84,271,440 151,995
(X16,504,577) (X16,352,582) (X151,995)

소외여성지원 확대로 여성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3,412,764 13,260,769 151,995
(X6,657,887) (X6,505,892) (X1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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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2,297 2,380,302 151,995
(X 1,121,821) (X 969,826) (X151,995)

151,995(11-2321-210-402-01) 민간자본보조

303,990,000*0.5 = 151,995  ㅇ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X151,995)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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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1,758,899,042 1,758,556,967 342,075
(X545,013,891) (X544,671,816) (X342,075)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190,121,922 189,831,922 290,000
(X21,764,741) (X21,474,741) (X290,000)

보호시설 확충으로 노인 복지수준 제고성과목표 : 43,536,053 43,246,053 290,000
(X4,997,407) (X4,707,407) (X29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치매노인 보호시설 수용률 58% 67% 73% 입소수요 대비 시설 정원

치매전문요양시설 확충(실비포함) 17개소 21개소 27개소 확충 실적

치매전담시설의 치매상담 건수 3,200건 3,600건 4,000건 치매상담 실적

치매 교육 건수 2,200건 2,400건 2,600건 교육실적 확인

0707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600,042 6,310,042 290,000
(X 3,445,021) (X 3,155,021) (X290,000)

290,000(11-2315-210-402-01) 민간자본보조

= 290,000  ㅇ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190,000,000 = 190,000    ·중앙소규모요양원신축비 (X190,000)

100,000,000 = 100,000    ·중앙그룹홈 신축비 (X100,00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172,584,390 172,532,315 52,075
(X42,730,563) (X42,678,488) (X52,075)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시
민건강 증진

성과목표 : 4,943,111 4,913,111 30,000
(X3,324,468) (X3,294,468) (X3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건강도시 관련기관 참여 실적(학교,직장,병원 등) 150건 300건 300건 건강도시 관련기관 참여실적

외국인 전담진료시설 수 13개소 17개소 20개소 외국인 전담시설 증가 실적 확인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건수 81,000건 82,000건 83,000건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실적 확인

흡연율감소(남성) 48% 46% 44%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확인

적정체중율 유지율 55% 56% 58%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확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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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이용자 수 50,000명 60,000명 70,000명 참여인원 확인

비만프로그램 이용 건수 1,500건 3,000건 6,000건 참여인원 확인

1415 건강생활실천사업 393,375 363,375 30,000
(X 198,500) (X 168,500) (X30,000)

23,770(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23,770,000 = 23,770  ㅇ건강증진사업홍보 (X23,770)

6,230(11-2212-210-202-03) 국외여비

6,230,000 = 6,230  ㅇ건강증진사업국외연수 (X6,230)

전염병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성과목표 : 11,405,638 11,383,563 22,075
(X6,927,724) (X6,905,649) (X2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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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254 657,179 22,075
(X 382,921) (X 360,846) (X22,075)

22,075(11-2212-210-201-01) 일반운영비

22,075,000 = 22,075  ㅇ전염병관리자과정 통합교육·행사비 (X2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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