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239,207,370 4,178,90310,243,386,273

500 보조금 570,852,280 4,178,903575,031,183

510 국고보조금등 570,852,280 4,178,903575,031,183

511 국고보조금등 570,852,280 4,178,903575,031,183

01 국고보조금 488,787,326 3,448,903492,236,229

  ㅇ혁신분권담당관 200,000

    .혁신브랜드사업지원 50,000,000원*4개구 200,000

 ㅇ문화과 58,000

    ·혁신브랜드 사업비 50,000,000원 50,000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준비 8,000,000원 8,000

 ㅇ노인복지과 872,193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776,193,000원 776,193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96,000,000원 96,000

 ㅇ문화재과 20,000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저비 20,000,000원 20,000

 ㅇ장애인복지과 2,203,840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2,203,840,000원 2,203,84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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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여성정책담당관 94,870

    ·성매매 여성자활지원 18,000,000원 18,000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 지원 14,270,000원 14,270

    ·여성복지시설기능보강 39,000,000원 39,000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확대 23,600,000원 23,600

03 기금 58,571,454 730,00059,301,454

  ㅇ관광과 40,000

    .관광안내소 제작·설치 사업비 40,000,000원 *1개소 40,000

 ㅇ문화재과 130,000

    ·서울성곽 긴급보수 130,000,000원 130,000

 ㅇ체육과 560,000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구성 560,000

      -은평구 상신초교 등 4개교 추진 560,000,000원 56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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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2 교통사업 900,014,390 2,026,470902,040,860

100 교통관리계정 798,014,390 2,026,470800,040,860

130 보조금및교부세 49,168,793 2,026,47051,195,263

131 국고보조금 49,168,793 2,026,47051,195,263

01 국고보조금 49,168,793 1,526,47050,695,263

  ㅇ교통계획과 1,526,470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도입 806,000,000원 806,000

    ·수도권교통조합 진입도로 건설 590,470,000원 590,470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130,000,000원 130,00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0 500,000500,000

  ㅇ교통계획과 500,000

    ·동남권 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 500,000,000원 50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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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기획실 42,036,437 41,836,437 200,000
(X3,636,800) (X3,436,800) (X200,000)

지역혁신 및 자치역량의 강화전략목표 : 842,000 642,000 200,000
(X200,000) (X0) (X200,000)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혁신기반 구축성과목표 : 842,000 642,000 200,000
(X200,000) (X0) (X2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지역혁신협의회 심의·자문건수 4건 4건 4건 협의회 심의·자문건수 확인

행정혁신과제 발굴건수 24건 24건 24건 발굴과제 건수

0411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혁신 262,000 62,000 200,000
(X 200,000) (X 0) (X200,000)

200,000(11-1217-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200,000  ㅇ혁신브랜드 사업 혁신지원

50,000,000원*4개구 = 200,000    · 강남,서초,중랑,마포 (X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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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기획실



여성가족정책관 391,764,582 391,669,712 94,870
(X84,703,413) (X84,608,543) (X94,870)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85,905,996 85,811,126 94,870
(X17,987,138) (X17,892,268) (X94,870)

소외여성지원 확대로 여성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4,873,825 14,778,955 94,870
(X8,118,948) (X8,024,078) (X9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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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4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지원 1,286,468 1,272,198 14,270
(X 620,939) (X 606,669) (X14,270)

14,27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14,270,000원 = 14,270  ㅇ간주10차 (X14,270)

0406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2,571,297 2,532,297 39,000
(X 1,160,821) (X 1,121,821) (X39,000)

39,00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39,000,000원 = 39,000  ㅇ간주10차 (X39,000)

0407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1,889,011 1,865,411 23,600
(X 1,446,561) (X 1,422,961) (X23,600)

23,60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23,600,000원 = 23,600  ㅇ간주 10차 (X23,600)

0411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5,373,993 5,355,993 18,000
(X 4,090,539) (X 4,072,539) (X18,000)

18,00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18,000,000원 = 18,000  ㅇ간주10차 (X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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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1,762,010,422 1,758,934,389 3,076,033
(X548,125,271) (X545,049,238) (X3,076,033)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191,022,790 190,150,597 872,193
(X22,665,609) (X21,793,416) (X872,193)

보호시설 확충으로 노인 복지수준 제고성과목표 : 44,312,246 43,536,053 776,193
(X5,773,600) (X4,997,407) (X77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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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6,235 6,600,042 776,193
(X 4,221,214) (X 3,445,021) (X776,193)

776,193(11-2315-210-402-01) 민간자본보조

776,193,000원 = 776,193  ㅇ성민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 (X776,193)

노인재가복지서비스 확대성과목표 : 18,039,024 17,943,024 96,000
(X172,200) (X76,200) (X96,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주·단기보호시설 확충 62개소 69개소 75개소 확충실적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 비율 89.8% 90% 90% 모니터링 실적조사(저소득 독거노인 대비)

중증(중풍·치매)서비스 수혜노인 수 900명 1,000명 1,100명 가정도우미, 유무급가정봉사원 서비스 실적

경증서비스 수혜노인 수 4,250명 4,400명 4,550명 가정도우미, 무급가정봉사원 서비스 실적

식사배달서비스 수혜노인 수 5,750명 6,504명 6,855명 식사배달 실적

0826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248,400 152,400 96,000

(X 172,200) (X 76,200) (X96,000)

96,000(11-2315-210-307-02) 민간경상보조

96,000,000원 = 96,000  ㅇ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X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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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생활조건 개선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전략목표 : 182,248,858 180,045,018 2,203,840
(X18,034,125) (X15,830,285) (X2,203,840)

장애인 능력배양 및 지원으로 생활기반 조
성

성과목표 : 51,971,691 49,767,851 2,203,840
(X14,429,300) (X12,225,460) (X2,203,84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 및 이용자 수 8개 25000명 8개 25000명 10개 31250명 확충실적(개소) 및 이용실적(명) 확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신규 발굴률 38,000명 39,000명 40,000명 지원실적 및 신규발굴 실적 확인

후원·결연상업 실적(건수, 백만원) 및 증가율 5,500건 6,000건 6,500건 후원·결연사업(건수, 백만원) 확인, 증가실적 확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수혜자수 111가구/416명 116가구/456명 120가구/496명 확충 및 이용자수 확인

공판장 판매실적 2,000백만원 2,300백만원 2,700백만원 판매실적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1,929명 2,009명 2,089명 장애인 근로인원

0618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33,413,380 31,209,540 2,203,840
(X 14,208,610) (X 12,004,770) (X2,203,840)

2,203,840(11-2314-21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203,840,000원 = 2,203,840  ㅇ사회보장적 수혜금 (X2,2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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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문화국 361,639,188 360,831,188 808,000
(X38,735,868) (X37,927,868) (X808,000)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193,935,000 193,885,000 50,000
(X11,828,000) (X11,778,000) (X50,000)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성과목표 : 174,640,000 174,590,000 50,000
(X5,497,000) (X5,447,000) (X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 1% 3% 8% 공정율 확인

문화예술회관건립 완공 개소 1개소(8개소) 0개소(8개소) 1개소(9개소) 문화예술회관 건립실적 확인

도서관건립 완공 개소 30개소(107) 45개소(152) 0개소(152) 도서관 건립 실적

구립도서관 운영 시민만족도 77% 80%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전통 국악공연장 건립 5% 60% 100% 공정율 확인

서울문화재단 운영 시민만족도 65% 75%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서울문화재단 지원단체에 대한 전문가 평가 75점 80점 85점 전문가 평가점수 확인

서울문화재단 기본재산조성 민간기부금 확보 7억원(10억원) 10억원(20억원) 15억원(35억원) 서울문화재단 기본재산 민간기부금 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유료관람객수 - 전년대비 15%증가 전년대비 15%증가 유료관람객수 확인

세종문화회관 관람객 만족도 65% 70% 72%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문화지구 내 중점 권장시설 개소 수 유지 372개/60개 372개/60개 372개/60개 문화지구 내 중점 권장시설 수 확인(인사동/대학로)

0445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1,212,000 11,162,000 50,000
(X 50,000) (X 0) (X50,000)

50,000(11-2111-210-306-01) 출연금

50,000,000원 = 50,000  ㅇ2006혁신브랜드사업 (X50,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5,132,874 44,974,874 158,000
(X23,792,050) (X23,634,050) (X158,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40,286,836 40,136,836 150,000
(X23,734,050) (X23,584,050) (X1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북한산성 3단계 복원 120m(399) 450m(849) 446m(1295) 북한산성 복원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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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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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00 450,000 130,000
(X 280,000) (X 150,000) (X130,000)

130,000(11-2112-210-401-01) 시설비

130,000,000원 = 130,000  ㅇ서울성곽 긴급보수 (X130,000)

0212 문화재 보수사업(자치구이전) 10,380,500 10,360,500 20,000
(X 5,330,500) (X 5,310,500) (X20,000)

20,0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0원 = 20,000  ㅇ목조문화재 전기시설정비 (X20,000)

전통문화프로그램 활성화성과목표 : 4,846,038 4,838,038 8,000
(X58,000) (X50,000) (X8,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무형문화재 전승 및 발굴지원 3/3(35/39) 3/3(38/42) 3/3(41/45) 무형문화재 발굴지원 실적 확인(종/명)

남산골 한옥마을,운현궁 전통문화 프로그램 시민만족
도

80% 80%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청계천에 얽힌 전통민속놀이 전문가 평가 고증 재현
율

70% 75% 80% 전문가평가 고증 재현율 점수 확인

사양전통문화 지원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75점 78점 80점 전문가평가위원회 평가점수 확인

문화재 지킴이 지정인원 및 활동횟수 120명/ 90회 125명/90회 130명/90회 문화재지킴이 지정인원 및 활동횟수 확인

0229 한국민속예술축제및청소년민속예술제참가 147,200 139,200 8,000
(X 8,000) (X 0) (X8,000)

8,000(11-2112-210-201-01) 일반운영비

8,000,000원 = 8,000  ㅇ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민속예술제 경연준비 (X8,000)

관광활성화를 통한 관광문화 도시 만들기전략목표 : 5,550,404 5,510,404 40,000
(X153,148) (X113,148) (X4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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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런 관광홍보,안내체계 구축성과목표 : 1,587,958 1,547,958 40,000
(X60,000) (X20,000) (X4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이용자 수 3,700천명 4,000천명 4,200천명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이용자 수 확인

관광안내소 이용자 만족도 70% 75%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관광홍보물 발간 및 배포실적 24종/700천부 26종/720천부 26종/720천부 관광홍보물 발간 및 배포실적 확인

북촌문화센터  전통문화강좌 만족도 77% 79%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0508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923,854 883,854 40,000
(X 60,000) (X 20,000) (X40,000)

40,000(11-2113-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40,000,000원*1개소 = 40,000  ㅇ관광안내소 제작·설치 사업비 (X40,000)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가문화도
시 만들기

전략목표 : 67,732,007 67,172,007 560,000
(X2,962,670) (X2,402,670) (X560,000)

시민체육공간 확충 및 운영 효율화성과목표 : 38,065,581 37,505,581 560,000
(X1,052,000) (X492,000) (X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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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1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560,000 0 560,000
(X 560,000) (X 0) (X560,000)

560,000(11-212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0,000,000원*4개교 = 560,000 ㅇ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X56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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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 2,610,001,998 2,607,975,528 2,026,470
(X66,195,263) (X64,168,793) (X2,026,470)

대중교통 획기적 개선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전략목표 : 443,930,971 442,534,501 1,396,470
(X22,777,263) (X21,380,793) (X1,396,470)

버스노선·운영체계 개선으로 안정적 버스
운영기반 확보

성과목표 : 343,070,803 341,674,333 1,396,470
(X12,127,263) (X10,730,793) (X1,3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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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9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26,808,806 26,002,806 806,000

(X 11,522,403) (X 10,716,403) (X806,000)

806,000(22-1112-210-402-01) 민간자본보조

806,000,000원 = 806,000  ㅇ천연가스버스보급보조금 (X806,000)

6117 수도권교통조합 분담금 2,611,270 2,020,800 590,470
(X 604,860) (X 14,390) (X590,470)

590,470(22-1111-210-308-05) 자치단체부담금

590,470,000원 = 590,470  ㅇ수도권교통조합분담금 (X590,470)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안전 확보와 녹색
교통 강화

전략목표 : 118,204,380 118,074,380 130,000
(X18,912,000) (X18,782,000) (X130,000)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통행속도 향상
과 교통사고 최소화

성과목표 : 110,329,380 110,199,380 130,000
(X18,912,000) (X18,782,000) (X13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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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내부순환로) 55㎞/h 55㎞/h 55㎞/h 통행속도 모니터링 평가

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강변북로,북부간선) 45km/h 50㎞/h 50㎞/h 통행속도 모니터링 평가

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올림픽대로) 50km/h 50km/h 50㎞/h 통행속도 모니터링 평가

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동부간선도로) - - 50km/h 통행속도 모니터링 평가

전년대비 단속건수 감소율 6% 7% 8% 계획대비 실적 확인

주요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780,000 800,000 820,000 불법주차 단속 실적조사

상습교통정체지점 정비건수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계획대비 개선실적조사

도로안전시설 정비건수(누계) 36,000개 43,000개 50,000개 계획대비 정비실적조사

도로공사장별 지적 건수 2.0건 1.8건 1.5건 공사장별 지적건수 통계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개소수(누계) 1,930개소 1,960개소 2,041개소 계획대비 개선실적조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건수(누계) 202개소 332개소 462개소 정비실적 조사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 증가율 70% 73% 75% 발생건수대비 처리실적 확인

시전체 평균통행속도 24km/h 25km/h 25km/h 시 자료통계

064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92,000 1,062,000 130,000
(X 661,000) (X 531,000) (X130,000)

130,000(22-1115-210-401-01) 시설비

130,000,000원 = 130,000  ㅇ설계및 공사비 (X130,000)

물류시스템 선진화로 기업경쟁력 강화전략목표 : 17,856,574 17,356,574 500,000
(X9,506,000) (X9,006,000) (X500,000)

도시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저감성과목표 : 17,856,574 17,356,574 500,000
(X9,506,000) (X9,006,000) (X5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제 시행 - 계획수립 운영 공사시행 유지관리

화물터미널 기능재정비 - 계획수립 운영 기능재정립개발계획수립

0407 동남권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 17,353,000 16,853,000 500,000
(X 9,506,000) (X 9,006,000) (X500,000)

500,000(22-1113-210-402-02) 민간대행사업비

500,000,000원 = 500,000  ㅇ공사비 (X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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