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236,776,744 2,430,62610,239,207,370

500 보조금 568,421,654 2,430,626570,852,280

510 국고보조금등 568,421,654 2,430,626570,852,280

511 국고보조금등 568,421,654 2,430,626570,852,280

01 국고보조금 487,730,391 1,056,935488,787,326

  ㅇ가족보육담당관 21,500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운영지원 43,000,000원*50% 21,500

  ㅇ노인복지과 35,347

    .고령자취업 활성화 사업(실버박람회개최) 28,675,000원 28,675

    .늘푸른자활의 집 위탁운영 6,672,000원 6,672

 ㅇ대기과 980,000

    ·저공해자동차보급-하이브리드자동차 980,000,000원 980,000

 ㅇ농업기술센터 288

    ·쌀 소득 보전직불사업 재료비 288,000원 288

 ㅇ시장지원반 19,800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영등포구 영신상가) 19,800,000원 19,800

03 기금 57,197,763 1,373,69158,571,454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9/27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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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여성정책 담당관 1,366,191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3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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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지원 25,000,000원 25,000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664,323

      -  자활지원사업 운영 664,323,000원 6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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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24,809,000원 24,809

    . 폭력피해여성 흐로그램 운영 165,144

      - 치료회복사업 112,825,000원 112,825

      - 직업훈련 17,500,000원 17,500

      -중장기쉼터 지원 34,819,000원 34,819

 ㅇ청소년담당관 7,500

    . 이동청소년쉼터(이동차량)운영 7,500,000원 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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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669,712 390,274,521 1,395,191
(X84,608,543) (X83,213,352) (X1,395,191)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85,811,126 84,423,435 1,387,691
(X17,892,268) (X16,504,577) (X1,387,691)

소외여성지원 확대로 여성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4,778,955 13,412,764 1,366,191
(X8,024,078) (X6,657,887) (X1,36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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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5,411 1,510,543 354,868
(X 1,422,961) (X 1,068,093) (X354,868)

354,868(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164,915  ㅇ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164,915,000 = 164,915    ·상담소 17개소 (X164,915)

= 24,809  ㅇ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24,809,000 = 24,809    ·상담소 3개소 (X24,809)

= 165,144  ㅇ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운영

112,825,000 = 112,825    ·치료·회복사업 (X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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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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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1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5,355,993 4,344,670 1,011,323
(X 4,072,539) (X 3,061,216) (X1,011,323)

1,011,323(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70,000  ㅇ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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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500  ㅇ성매매피해여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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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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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00  ㅇ성매매피해여성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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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00  ㅇ성매매피해여성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00,000,000 = 100,000    ·쉼터13개소 (X100,000)

= 25,000  ㅇ성매매피해여성 현장구조지원(차량지원)

25,000,000 = 25,000    ·상담소 1개소 (X25,000)

= 664,323  ㅇ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664,323,000 = 664,323    ·막갈레나의 집 외 3개소 (X664,323)

아동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로 건강한 아
동 및 가정 육성

성과목표 : 71,032,171 71,010,671 21,500
(X9,868,190) (X9,846,690) (X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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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3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653,820 632,320 21,500
(X 231,500) (X 210,000) (X21,500)

21,500(11-2322-210-307-02) 민간경상보조

21,500,000 = 21,500  ㅇ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X21,500)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보호전략목표 : 63,246,831 63,239,331 7,500
(X6,707,668) (X6,700,168) (X7,500)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성과목표 : 5,204,805 5,197,305 7,500
(X1,501,090) (X1,493,590) (X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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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0 가출청소년보호,지원사업 587,500 580,000 7,500

(X 217,500) (X 210,000) (X7,500)

7,500(11-2328-210-307-05) 민간위탁금

7,500,000원 = 7,500  ㅇ이동청소년쉼터(이동차량)운영 (X7,5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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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1,758,934,389 1,758,899,042 35,347
(X545,049,238) (X545,013,891) (X35,347)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043,039,703 1,043,033,031 6,672
(X464,328,424) (X464,321,752) (X6,672)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002,539,917 1,002,533,245 6,672
(X437,821,751) (X437,815,079) (X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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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 시립은평의마을 위탁운영 4,170,642 4,163,970 6,672
(X 1,679,909) (X 1,673,237) (X6,672)

6,672(11-2311-210-307-05) 민간위탁금

6,672,000 = 6,672  ㅇ늘푸른자활의 집 위탁운영 (X6,672)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190,150,597 190,121,922 28,675
(X21,793,416) (X21,764,741) (X28,675)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여가프로그
램 보급 및 노인취업 활성화

성과목표 : 99,977,568 99,948,893 28,675
(X5,180,225) (X5,151,550) (X28,67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수 21,000명 22,000명 23,000명 노인복지관 이용실적 확인(일평균 이용실적)

노인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88% 90% 90% 만족도조사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550개소 575개소 610개소 활성화경로당 확충실적

고령자 취업인원 10,000명 15,000명 15,500명 취업실적 확인

0807 고령자 취업 활성화 사업 1,279,905 1,251,230 28,675
(X 58,675) (X 30,000) (X28,675)

28,675(11-2315-210-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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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5,000 = 28,675  ㅇ고령자취업 활성화 사업(실버취업박람회) (X28,675)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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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 424,679,017 424,678,729 288
(X6,849,961) (X6,849,673) (X288)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204,826,247 204,825,959 288
(X5,984,961) (X5,984,673) (X288)

농수산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시민생활보
호

성과목표 : 6,603,397 6,603,109 288
(X3,508,661) (X3,508,373) (X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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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1 국가기반기술 보급사업 97,840 97,552 288
(X 4,288) (X 4,000) (X288)

288(11-3112-210-206-01) 재료비

288,000 = 288  ㅇ쌀 소득 보전직불사업 재료비 (X288)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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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 211,227,289 210,247,289 980,000
(X66,796,609) (X65,816,609) (X980,000)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117,686,000 116,706,000 980,000
(X62,821,409) (X61,841,409) (X980,000)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117,686,000 116,706,000 980,000
(X62,821,409) (X61,841,409) (X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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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 저공해 자동차 보급 1,640,000 660,000 980,000
(X 1,310,000) (X 330,000) (X980,000)

448,000(11-2222-210-402-01) 민간자본보조

= 448,000  ㅇ하이브리드자동차

448,000,000 = 448,000    ·16대*28,000,000원 (X448,000)

112,000(11-222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112,000  ㅇ하이브리드자동차

112,000,000 = 112,000    ·4대*28,000,000원 (X112,000)

420,000(11-2222-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420,000  ㅇ하이브리드자동차

420,000,000 = 420,000    ·15대*28,000,000원 (X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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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도시계획국 650,494,500 650,474,700 19,800
(X7,252,800) (X7,233,000) (X19,800)

지역균형발전도모전략목표 : 44,509,100 44,489,300 19,800
(X7,252,800) (X7,233,000) (X19,800)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성과목표 : 10,457,700 10,437,900 19,800
(X7,252,800) (X7,233,000) (X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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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9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 844,900 825,100 19,800

(X 19,800) (X 0) (X19,800)

19,800(11-242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19,800  ㅇ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지원

19,800,000 = 19,800    ·영등포구 영신상가(19,800천원*1개시장) (X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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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