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651,042,150 3,337,85610,654,380,006

300 지방교부세 98,398,385 92,26398,490,648

310 지방교부세 98,398,385 92,26398,490,648

311 지방교부세 98,398,385 92,26398,490,648

01 지방교부세 98,398,385 92,26398,490,648

  ㅇ기초푸드뱅크 차량구입 92,263,000원 92,263

500 보조금 624,903,739 3,245,593628,149,332

510 국고보조금등 624,903,739 3,245,593628,149,332

511 국고보조금등 624,903,739 3,245,593628,149,332

01 국고보조금 529,582,036 3,245,593532,827,629

  ㅇ노인복지과 2,136,193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한마음복지센터 신축 290,000,000원 290,000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은강회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 776,193,000원 776,193

    ·노인그룹홈 및 소규모 요양원 건립 1,070,000,000원 1,070,000

 ㅇ문화재과 119,400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특별지원 사업(종로구) 100,000,000원 100,000

    ·중요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 19,400,000원 19,4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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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맑은서울사업반 990,000

    ·저공해 자동차 보급 990,000,000원 99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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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1,893,435,835 1,891,207,379 2,228,456

(X579,070,693) (X576,934,500) (X2,136,193)

민간참여의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로 복지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60,758,049 60,665,786 92,263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
비스 제공

성과목표 : 1,991,739 1,899,476 92,26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푸드뱅크 기탁실적 50억원 60억원 70억원 기탁실적 확인

푸드마켓 운영확대실적 6개소(8개소) 9개소(17개소) 8개소 (25개소) 개설수(누계)

푸드마켓 기탁실적 13억원 15억원 17억원 기탁실적 확인

0206 기초푸드뱅크 운영 934,134 841,871 92,263

92,263(11-2311-220-402-01) 민간자본보조

92,263,000원 = 92,263  ㅇ기초푸드뱅크 차량구입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210,137,328 208,001,135 2,136,193

(X31,933,845) (X29,797,652) (X2,136,193)

보호시설 확충으로 노인 복지수준 제고성과목표 : 57,696,766 55,560,573 2,136,193

(X11,906,986) (X9,770,793) (X2,13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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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07,200 13,571,007 2,136,193

(X 7,133,600) (X 4,997,407) (X2,136,193)

1,746,193(11-2315-210-402-01) 민간자본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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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190,000,000원 = 190,000  ㅇ한마음복지센터(소규모요양원)신축 (X190,000)

100,000,000원 = 100,000  ㅇ한마음복지센터(그룹홈 신축) (X100,000)

776,193,000원 = 776,193  ㅇ은강회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 (X776,193)

3개소*100,000,000원 = 300,000  ㅇ그룹홈 신축비(금천2개소,관악1개소) (X300,000)

2개소*190,000,000원 = 380,000  ㅇ소규모요양원 신축비(금천, 은평) (X380,000)

390,000(11-231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개소*100,000,000원 = 200,000  ㅇ도봉구 그룹홈 신축비 (X200,000)

190,000,000원 = 190,000  ㅇ종로구 소규모요양원 신축비 (X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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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국



문화국 366,557,423 366,438,023 119,400

(X41,475,102) (X41,355,702) (X119,4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7,202,974 47,083,574 119,400

(X23,951,149) (X23,831,749) (X119,4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42,206,936 42,087,536 119,400

(X23,893,149) (X23,773,749) (X1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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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2 문화재 보수사업(자치구이전) 11,977,472 11,958,072 19,400

(X 5,349,900) (X 5,330,500) (X19,400)

19,4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400,000원 = 19,400  ㅇ중요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 (X19,400)

0275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103,000 3,000 100,000

(X 103,000) (X 3,000) (X100,000)

100,000(11-2112-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000원 = 100,000  ㅇ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특별지원사업(종로구) (X10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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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 217,725,789 216,735,789 990,000

(X67,015,109) (X66,025,109) (X990,000)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128,115,500 127,125,500 990,000

(X65,070,909) (X64,080,909) (X990,000)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128,115,500 127,125,500 990,000

(X65,070,909) (X64,080,909) (X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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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9,500 2,899,500 990,000

(X 3,559,500) (X 2,569,500) (X990,000)

990,000(11-222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3대*30,000,000원 = 990,000  ㅇCNG  청소차 (X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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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