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602,692,193 5,755,96910,608,448,162

500 보조금 576,558,167 5,755,969582,314,136

510 국고보조금등 576,558,167 5,755,969582,314,136

511 국고보조금등 576,558,167 5,755,969582,314,136

01 국고보조금 493,743,213 2,080,719495,823,932

  ㅇ노인복지과 776,193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776,193,000원 776,193

 ㅇ청소년담당관 1,237,132

    ·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15개소*80,000,000원 1,200,000

    · 아동그룹홈 지원사업 37,132,000원 37,132

 ㅇ자연생태과 67,394

    · 공익조림-큰나무조림 67,394,000원 67,394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3,493,500 3,311,00026,804,500

  ㅇ자연생태과 3,311,00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311,000,000원 3,311,000

03 기금 59,321,454 364,25059,685,704

  ㅇ 소방행정과 364,25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10-12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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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기금 구급차 소독기 32대 보강 94,250,000원 94,250

    · 노후 구급차량 9대 교체 270,000,000원 27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10-12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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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406,427,005 405,189,873 1,237,132
(X85,903,413) (X84,703,413) (X1,200,000)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92,729,189 91,492,057 1,237,132
(X19,187,138) (X17,987,138) (X1,200,000)

아동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로 건강한 아
동 및 가정 육성

성과목표 : 77,230,729 75,993,597 1,237,132
(X11,068,190) (X9,868,190) (X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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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지역사회공부방지원 5,486,000 4,286,000 1,200,000
(X 2,812,000) (X 1,612,000) (X1,200,000)

1,200,000(11-2324-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개소*80,000,000원 = 1,200,000  ㅇ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X1,200,000)

0501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3,510,296 3,473,164 37,132

(X 1,844,694) (X 1,844,694) (X0)

37,132(11-2324-210-307-02) 민간경상보조

= 37,132  ㅇ아동그룹홈 운영지원

16,142,000원*5개소*0.4 = 32,284    · 인건비

202,000원*5개소*12개월*0.4 = 4,848    ·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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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1,863,775,542 1,862,999,349 776,193
(X549,507,048) (X548,730,855) (X776,193)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201,645,285 200,869,092 776,193
(X23,441,802) (X22,665,609) (X776,193)

보호시설 확충으로 노인 복지수준 제고성과목표 : 52,339,573 51,563,380 776,193
(X6,549,793) (X5,7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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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1,007 12,794,814 776,193
(X 4,997,407) (X 4,221,214) (X776,193)

776,193(11-2315-210-402-01) 민간자본보조

776,193,000원 = 776,193  ㅇ동대문 위생병원 실비노인 전문 요양원 신축비 (X77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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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소방방재본부 389,784,318 389,420,068 364,250
(X2,360,571) (X1,996,321) (X364,250)

긴급구조 · 구급능력의 향상전략목표 : 3,710,529 3,616,279 94,250
(X597,820) (X503,570) (X94,250)

인명구조·구급능력의 향상성과목표 : 3,491,078 3,396,828 94,250
(X555,320) (X461,070) (X94,25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구조전문가 양성교육 23명(110명) 23명(133명) 23명(156명) 구조전문가 교육실적확인

초기 구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제로화(0%) 제로화(0%) 제로화(0%) 초기처치 지연(의사소견서)으로 인한 사망자수 확인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30명(1,120) 30명(1,150) 30명(1,180) 응급구조사 자격증확보 수 확인

0301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3,439,078 3,344,828 94,250
(X 555,320) (X 461,070) (X94,250)

94,250(11-421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4,250,000원 = 94,250  ㅇ응급의료기금 구급차 소독기 32대보강 (X94,250)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의 첨단화전략목표 : 33,453,858 33,183,858 270,000
(X1,134,900) (X864,900) (X270,000)

화재· 재난현장출동의 신속화성과목표 : 9,147,624 8,877,624 270,000
(X390,000) (X120,000) (X27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화재신고 접수 후 출동시간의 최소화 86초 82초 80초 방재센터수보 후 출동시간까지 소요시간 확인

소방작전 사각지역 해소율 79% 80% 81% 파출소 출동 후 현장까지 5분 이내 도착시간 확인

0108 소방차량대·폐차 8,381,520 8,111,520 270,000
(X 390,000) (X 120,000) (X270,000)

270,000(11-421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0,000원 = 270,000  ㅇ노후 구급차량 9대교체 (X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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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방재본부



푸른도시국 455,855,876 452,477,482 3,378,394
(X7,839,259) (X4,460,865) (X3,378,394)

도시 자연생태기반 구축전략목표 : 24,613,160 21,234,766 3,378,394
(X4,839,259) (X1,460,865) (X3,378,394)

생태계 보전성과목표 : 11,025,464 7,647,070 3,378,394
(X4,839,259) (X1,460,865) (X3,378,394)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개소수 9개소 12개소 12개소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개소수 측정(누계)

도시생태림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수량 60,000주 65,000주 70,000주 도시생태림 식재 수량 확인

숲 가꾸기 536ha 674ha 680ha 숲 가꾸기 면적

0212 도시생태림 조성 2,067,394 2,000,000 67,394
(X 143,430) (X 76,036) (X67,394)

67,394(11-2236-210-401-01) 시설비

67,394,000원 = 67,394  ㅇ공익조림-큰나무조림 (X67,394)

0242 개발제한구역관리 3,606,000 295,000 3,311,000
(X 3,449,500) (X 138,500) (X3,311,000)

3,311,000(11-2236-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3,311,000  ㅇ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0,000,000원 = 70,000    · 강일동 154외1개소 하수도정비 (강동) (X70,000)

2,799,000,000원 = 2,799,000    · 하일동 89-3~132 간 도로개설 (강동) (X2,799,000)

148,000,000원 = 148,000    · 고덕천주변 농로정비 (강동) (X148,000)

294,000,000원 = 294,000    · 암사동 점마을 일대 도로정비 (강동) (X2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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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도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