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608,448,162 11,419,76810,619,867,930

300 지방교부세 98,394,000 4,38598,398,385

310 지방교부세 98,394,000 4,38598,398,385

311 지방교부세 98,394,000 4,38598,398,385

01 지방교부세 98,394,000 4,38598,398,385

  ㅇ보건정책과 4,385

    · 정신요양시설운영 4,385,000원 4,385

500 보조금 582,314,136 11,415,383593,729,519

510 국고보조금등 582,314,136 11,415,383593,729,519

511 국고보조금등 582,314,136 11,415,383593,729,519

01 국고보조금 495,823,932 4,669,019500,492,951

  ㅇ사회과 3,474,701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생계급여 3,474,701

      - 생계급여 3,417,701,000원 3,417,701

      - 자활장려금 57,000,000원 57,000

 ㅇ노인복지과 666,937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48,000,000원 48,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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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618,937,000원 618,937

 ㅇ맑은서울사업반 322,000

    · 저공해 자동차 보급 322,000

      - 하이브리드 자동차 252,000,000원 252,000

      - 저공해 경유차 70,000,000원 70,000

 ㅇ문화재과 16,699

    · 2006년도 김포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6,699,000원 16,699

 ㅇ여성정책담당관 593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 593

      - 교육지비원 593,000원 593

 ㅇ가족보육담당관 90,288

    · 조손가정지원 836,000원*108명 90,288

 ㅇ장애인복지과 97,80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97,801,000원 97,801

03 기금 59,685,704 6,746,36466,432,068

  ㅇ보건정책과 324,100

    · 의료장비 구매비 31,100,000원 31,1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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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93,000,000원 293,000

 ㅇ마케팅담당관 100,000

    · 2006컨벤션 유치지원 및 국제회의도시 홍보마케팅 100,000,000원 100,000

 ㅇ노인복지과 2,884,000

    · 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서부노인전문요양원 건립) 2,884,000,000원 2,884,000

 ㅇ체육과 1,960,000

    · 축구공원조성사업 지원 1,960,000

      - 서울시여자축구장조성 660,000,000원 660,000

      - 중랑구 650,000,000원 650,000

      - 노원구 650,000,000원 650,000

 ㅇ여성정책담당관 1,462,136

    ·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비 339,577

      - 법률지원 70,000,000원 70,000

      - 의료지원 82,500,000원 82,500

      - 직업훈련 69,500,000원 69,500

      - 피해자 치료회복 117,577,000원 117,577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664,323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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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지원사업 운영 664,323,000원 664,323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사업비 268,281,000원 268,281

    · 성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사업비 24,810,000원 24,810

    · 폭력피해여성 프로그램 운영 165,145

      - 치료 · 회복 사업 112,826,000원 112,826

      - 직업훈련 17,500,000원 17,500

      - 중장기쉼터지원 34,819,000원 34,819

 ㅇ청소년담당관 16,128

    · 민간중장기 쉼터운영 12,500,000원 12,500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보조금 지원 3,628,000원 3,628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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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사업 473,300,000 2,972,000476,272,000

200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13,618,000 2,972,00016,590,000

230 보조금 3,816,000 2,972,0006,788,000

231 국고보조금 3,816,000 2,972,0006,788,00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0 2,972,0002,972,000

  ㅇ주거정비과 2,972,000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972,000,000원 2,972,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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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획관 13,622,660 13,522,660 100,000

(X100,000) (X0) (X100,000)

세계일류도시 서울이미지 제고전략목표 : 3,156,000 3,056,000 100,000

(X100,000) (X0) (X100,000)

서울컨벤션산업 지원강화로 도시마케팅 촉
진

성과목표 : 435,000 335,000 100,000

(X100,000) (X0) (X1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사)서울컨벤션뷰로 운영지원건수 40건 50건 60건 지원건수 확인

0417 컨벤션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435,000 335,000 100,000

(X 100,000) (X 0) (X100,000)

100,000(11-1223-210-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00원 = 100,000  ㅇ2006컨벤션 유치지원 및 국제회의도시 홍보마케팅 (X10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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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407,996,150 406,427,005 1,569,145

(X87,509,690) (X85,940,545) (X1,569,145)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
상

전략목표 : 94,282,206 92,729,189 1,553,017

(X20,777,287) (X19,224,270) (X1,553,017)

소외여성지원 확대로 여성 자립기반 제공성과목표 : 16,961,189 15,498,460 1,462,729

(X9,581,677) (X8,118,948) (X1,4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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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331 1,300,738 593

(X 621,532) (X 620,939) (X593)

593(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593  ㅇ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지원

593,000원 = 593    · 교육비 (X593)

0407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2,370,847 1,912,611 458,236

(X 1,904,797) (X 1,446,561) (X458,236)

458,236(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268,281  ㅇ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사업비

268,281,000원 = 268,281    · 상담소 17개소 (X268,281)

= 24,810  ㅇ성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사업비

24,810,000원 = 24,810    · 상담소 3개소 (X24,810)

= 165,145  ㅇ폭력피해여성 프로그램 운영

112,826,000원 = 112,826    · 치료 ·회복사업 (X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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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19,000원 = 34,819    · 중장기 쉼터지원 (X34,819)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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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6,844,313 5,840,413 1,003,900

(X 5,094,439) (X 4,090,539) (X1,003,900)

1,003,900(11-2321-210-307-02) 민간경상보조

= 70,000  ㅇ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70,000,000원 = 70,000    · 상담소5개소 (X70,000)

= 82,500  ㅇ성매매피해여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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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500  ㅇ성매매피해여성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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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577  ㅇ성매매피해여성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

117,577,000원 = 117,577    · 쉼터 13개소 (X117,577)

= 664,323  ㅇ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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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로 건강한 아
동 및 가정 육성

성과목표 : 77,321,017 77,230,729 90,288

(X11,195,610) (X11,105,322) (X9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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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108 653,820 90,288

(X 321,788) (X 231,500) (X90,288)

90,288(11-2322-21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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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000원*108명 = 90,288  ㅇ조손가족지원 (X90,288)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보호전략목표 : 63,612,959 63,596,831 16,128

(X6,723,796) (X6,707,668) (X16,128)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성과목표 : 5,220,933 5,204,805 16,128

(X1,517,218) (X1,501,090) (X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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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2,155,528 2,151,900 3,628

(X 1,105,528) (X 1,101,900) (X3,628)

3,628(11-2328-210-307-05) 민간위탁금

3,628,000원 = 3,628  ㅇ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보조금 지원 (X3,628)

0940 가출청소년보호,지원사업 600,000 587,500 12,500

(X 230,000) (X 217,500) (X12,500)

12,500(11-2328-210-307-02) 민간경상보조

12,500,000원 = 12,500  ㅇ민간중장기쉼터(3개소) (X12,5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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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1,871,227,466 1,863,775,542 7,451,924

(X556,954,587) (X549,507,048) (X7,447,539)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131,405,709 1,127,931,008 3,474,701

(X468,408,709) (X464,934,008) (X3,474,701)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090,781,723 1,087,307,022 3,474,701

(X441,902,036) (X438,427,335) (X3,4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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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312,031,904 308,557,203 3,474,701

(X 201,204,700) (X 197,729,999) (X3,474,701)

3,474,701(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3,474,701  ㅇ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3,417,701,000원 = 3,417,701    · 생계급여 (X3,417,701)

57,000,000원 = 57,000    · 자활장려금 (X57,000)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205,196,222 201,645,285 3,550,937

(X26,992,739) (X23,441,802) (X3,550,937)

보호시설 확충으로 노인 복지수준 제고성과목표 : 55,223,573 52,339,573 2,884,000

(X9,433,793) (X6,549,793) (X2,8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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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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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4,923,430 2,039,430 2,884,000

(X 2,884,000) (X 0) (X2,884,000)

2,884,000(11-2315-210-401-01) 시설비

2,884,000,000원 = 2,884,000  ㅇ서부노인전문요양원건립 (X2,884,000)

저소득노인 발굴 및 지원으로 틈새계층 복
지증진

성과목표 : 31,775,527 31,156,590 618,937

(X12,158,521) (X11,539,584) (X618,93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경로연금 지원 51,800명 53,353명 56,021명 경로연금 수혜자수

결식노인 무료급식 실적 10%/4,780명 10%/5,113명 10%/5,469명 급식율/저소득노인수

0801 경로연금 지급 22,484,908 21,865,971 618,937

(X 12,158,521) (X 11,539,584) (X618,937)

618,937(11-231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18,937,000원 = 618,937  ㅇ경로연금 국고보조  추가배정 (X618,937)

노인재가복지서비스 확대성과목표 : 18,087,024 18,039,024 48,000

(X220,200) (X172,200) (X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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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400 248,400 48,000

(X 220,200) (X 172,200) (X48,000)

48,000(11-2315-210-307-02) 민간경상보조

48,000,000원 = 48,000  ㅇ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X48,000)

생활조건 개선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전략목표 : 188,395,979 188,298,178 97,801

(X18,131,926) (X18,034,125) (X97,801)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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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능력배양 및 지원으로 생활기반 조
성

성과목표 : 58,060,666 58,021,011 39,655

(X14,468,955) (X14,429,300) (X3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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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1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기능보강 746,722 707,067 39,655

(X 39,655) (X 0) (X39,655)

39,655(11-2314-210-401-01) 시설비

= 39,655  ㅇ장애인생산품공판장 설치

39,655,000원 = 39,655    · 신축공판장 인테리어 (X39,655)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으로 장애
인 복지수준 제고

성과목표 : 119,931,858 119,873,712 58,146

(X3,662,971) (X3,604,825) (X58,14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체육 및 의료재활시설 이용자수 2,500명 3,000명 3,500명 이용인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이용인원수 35,800명 36,000명 37,000명 이용실적 확인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수혜자수 1,250명 1,550명 1,850명 수혜실적 확인

여성장애인 지원 수혜인원 2,100명 2,800명 3,500명 이용실적 확인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이용자수 139개소 145개소 150개소 확충실적 및 이용실적 확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73.5% 74% 74.5% 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063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947,816 2,889,670 58,146

(X 1,502,981) (X 1,444,835) (X58,146)

58,146(11-2314-210-402-01) 민간자본보조

= 58,146  ㅇ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8,146,000원 = 58,146    · 다니엘직업재활원 저온성 표고목 및 버섯포장재 구입 (X58,146)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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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173,074,875 172,746,390 328,485

(X43,054,663) (X42,730,563) (X324,100)

시립병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
비스 체계 강화

성과목표 : 91,776,100 91,745,000 31,100

(X531,100) (X500,000) (X31,1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북부노인병원 신축 공정율 90% 100% 공정율

시립아동병원 신축 공정율 15% 55% 100% 공정율

보라매병원 새병원 신축 공정율 30% 65% 100% 공정율

시립동부병원 이용자 수 134,400명 148,000명 148,000명 이용인원 확인

시립동부병원 이용자 만족도 77.8% 78.3% 78.8% 만족도 조사

서울의료원 이용자 수 531,200명 561,300명 561,300명 이용인원 확인

서울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77.8% 78.3% 78.8% 만족도 조사

시립보라매병원 이용자 수 694,658명 729,390명 729,390명 이용인원 확인

시립보라매병원 이용자 만족도 69.0% 70.5% 71.5% 만족도 조사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공정율 10% 38% 공정율

1301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2,031,100 12,000,000 31,100

(X 531,100) (X 500,000) (X31,100)

31,100(11-2212-210-402-01) 민간자본보조

31,100,000원 = 31,100  ㅇ의료장비 구매비 (X31,10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성과목표 : 64,788,026 64,490,641 297,385

(X32,271,371) (X31,978,371) (X293,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저소득 시민 암 검진율 30% 35% 40% 검진자수/저소득 검진대장자수)

재가 만성질환자 등록율 21% 23% 25% 만성질환자 등록수/총방문 대상자수

정신질환자 재입원율 11% 10% 9% 재입원 감소실적 확인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82% 82.5% 83% 보건소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확인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의료행위 점검에 따른 위반 
감소율

3.3%/7.5천개 2.0%/8천개소 1.0%/8.5천개 위반감소율/점검실적

의약품등 판매·조제 점검에 따른 위반 감소율 3,4%/8회 3,1%/8회 2,9%/8회 위반감소율/점검실적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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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3,246,843 3,242,458 4,385

4,385(11-2212-122-307-02) 민간경상보조

4,385,000원 = 4,385  ㅇ정신요양시설 운영

610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3,503,467 13,210,467 293,000

(X 9,099,978) (X 8,806,978) (X293,000)

293,000(11-22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93,000,000원 = 293,000  ㅇ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X2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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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건강국



문화국 365,817,888 363,841,189 1,976,699

(X40,735,567) (X38,758,868) (X1,976,699)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7,083,574 47,066,875 16,699

(X23,831,749) (X23,815,050) (X16,699)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42,087,536 42,070,837 16,699

(X23,773,749) (X23,757,050) (X16,69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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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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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9 김포문화재 감정관실운영비 164,249 147,550 16,699

(X 164,249) (X 147,550) (X16,699)

6,000(11-2112-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00원 = 6,000  ㅇ자산 및 물품취득비 (X6,000)

10,699(11-2112-210-405-02) 도서구입비

10,699,000원 = 10,699  ㅇ도서구입 (X10,699)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가문화도
시 만들기

전략목표 : 71,935,007 69,975,007 1,960,000

(X4,922,670) (X2,962,670) (X1,960,000)

시민체육공간 확충 및 운영 효율화성과목표 : 41,268,581 39,308,581 1,960,000

(X3,012,000) (X1,052,000) (X1,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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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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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여자축구전용구장 및 육상트랙 조성 1,960,000 0 1,960,000

(X 1,960,000) (X 0) (X1,960,000)

660,000(11-2121-210-401-01) 시설비

= 660,000  ㅇ여자축구전용구장 및 육상트랙조성

50,000,000원 = 50,000    · 설계비 (X50,000)

610,000,000원 = 610,000    · 공사비 (X610,000)

1,300,000(11-212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1,300,000  ㅇ자치구 축구공원 조성사업

650,000,000원 = 650,000    · 중랑구 (X650,000)

650,000,000원 = 650,000    · 노원구 (X65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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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 216,694,289 216,372,289 322,000

(X65,983,609) (X65,661,609) (X322,000)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127,084,000 126,762,000 322,000

(X64,039,409) (X63,717,409) (X322,000)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127,084,000 126,762,000 322,000

(X64,039,409) (X63,717,409) (X3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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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8,000 2,536,000 322,000

(X 2,528,000) (X 2,206,000) (X322,000)

70,000(11-2222-210-402-01) 민간자본보조

10대*7,000,000원 = 70,000  ㅇ저공해경유차 (X70,000)

196,000(11-222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대*28,000,000원 = 196,000  ㅇ하이브리드자동차 (X196,000)

56,000(11-2222-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대*28,000,000원 = 56,000  ㅇ하이브라드자동차 (X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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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주택국 704,397,374 701,425,374 2,972,000

(X6,788,000) (X3,816,000) (X2,972,000)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전략목표 : 59,313,061 56,341,061 2,972,000

(X6,788,000) (X3,816,000) (X2,972,0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으로 주거수준 향상

성과목표 : 36,723,860 33,751,860 2,972,000

(X6,788,000) (X3,816,000) (X2,97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주민홍보/구역 신규 지정) 1회/10지구 1회/10지구 1회/10지구 실적확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가
구수/구역지정)

23개소/2지구 10개소/2지구 10개소/2지구 실적확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수 2개소 2개소 2개소 계획대비 실적확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지원액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융자지원 실적 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주택 재건축 분야 기본계획 수립
진도율

기본계획 수립완료 실적확인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공사 추진실적 3개블럭 공사완료 3개블럭 공사완료 실적 확인

주민협정제 세부지침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실적 지침수립및용역시행 시범사업 시행 계획수립 및 시행여부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실적 사업허가 및 착공 공사완료 계획대비 실적 확인

2157 홍은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044,000 3,602,000 1,442,000

(X 3,243,000) (X 1,801,000) (X1,442,000)

1,442,000(24-2211-210-401-01) 시설비

1,442,000,000원 = 1,442,000  ㅇ홍은2-2지구 토지매입비 (X1,442,000)

2228 현저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750,000 2,700,000 1,050,000

(X 2,400,000) (X 1,350,000) (X1,050,000)

1,050,000(24-2211-210-401-01) 시설비

1,050,000,000원 = 1,050,000  ㅇ현저2지구 보상비 및 공사비 (X1,050,000)

2246 서대문 창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710,000 1,230,000 480,000

(X 1,095,000) (X 615,000) (X480,000)

480,000(24-2211-210-401-01)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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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국



480,000,000원 = 480,000  ㅇ창천지구 보사비 (X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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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