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658,021,566 10,159,60010,668,181,166

300 지방교부세 98,490,648 585,00099,075,648

310 지방교부세 98,490,648 585,00099,075,648

311 지방교부세 98,490,648 585,00099,075,648

01 지방교부세 98,490,648 585,00099,075,648

  ㅇ심사평가담당관 400,000

    ·200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단체 인센티브지원 400,000,000원 400,000

 ㅇ행정과 100,000

    ·06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지원100,000,000원 100,000

 ㅇ정보화기획담당관 85,000

    ·자치단체 정보화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85,000,000원 85,000

500 보조금 631,790,892 9,574,600641,365,492

510 국고보조금등 631,790,892 9,574,600641,365,492

511 국고보조금등 631,790,892 9,574,600641,365,492

01 국고보조금 536,469,189 9,474,600545,943,789

  ㅇ교통계획과 7,091,000

    ·지하철 부채원금상환 7,091,000,000원 7,091,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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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생활경제과 2,383,600

    ·국비지원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383,600

      -2개시장 2,383,600,000원 2,383,600

03 기금 67,432,203 100,00067,532,203

  ㅇ보건정책과 100,000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100,000,000원 10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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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124,161,000 3,834,0001,127,995,000

100 도시철도건설사업 764,061,000 3,834,000767,895,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294,973,000 3,834,000298,807,000

131 국고보조금 294,973,000 3,834,000298,807,000

01 국고보조금 294,973,000 3,834,000298,807,000

  ㅇ지하철건설본부 총무과 3,834,000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3,834,000,000원 3,834,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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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4 주택사업 476,272,000 82,815,914559,087,914

100 국민주택사업계정 97,870,000 76,005,099173,875,099

130 보조금및교부세 0 76,005,09976,005,099

131 국고보조금 0 76,005,09976,005,099

01 국고보조금 0 76,005,09976,005,099

  ㅇ주택기획과 76,005,099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23,310호) 76,005,099

      -2003년사업(5,324호) 15,867,993,000원 15,867,993

      -2004년사업(4,773호) 13,760,774,000원 13,760,774

      -2005년사업(10,417호) 39,134,972,000원 39,134,972

      -2006년사업(2,796호) 7,241,360,000원 7,241,360

300 주택재개발사업계정 279,525,000 6,810,815286,335,815

330 보조금 0 6,810,8156,810,815

331 국고보조금 0 6,810,8156,810,815

01 국고보조금 0 6,810,8156,810,815

  ㅇ주거정비과 6,810,815

    ·재개발세입자임대주택 매입(777호) 2,441,654,000원 2,441,654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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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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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세입자임대주택 매입(1,687호) 4,369,161,000원 4,369,161

2 



경영기획실 42,440,437 42,040,437 400,000

(X3,640,800) (X3,640,800) (X0)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전략목표 : 1,751,730 1,351,730 400,000

성과중심의 평가관리강화로 책임경영시정 
정착

성과목표 : 527,000 127,000 4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성과관리계획 보완·수정건수 300건이상 300건이상 300건이상 실국에서 제출한 성과관리계획상의 목표,지표 등 수
정·보완한 실적확인

수시집중평가 실시 10건이상 10건이상 10건이상 평가보고 실적 확인

정기·수시평가결과 대안제시 건수 80건이상 85건이상 90건이상 정기·수시평가 결과보고서 확인

목표관리 평가결과의 시정에 기여한 정도 평가결과 성과금 반영내역 확인

0219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467,000 67,000 400,000

12,000(11-121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00원 = 12,000  ㅇ직원격려

310,000(11-1212-220-307-05) 민간위탁금

310,000,000원 = 310,000  ㅇ서울정책인대상 기금출연

78,000(11-1212-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0원 = 20,000  ㅇ카메라 셋 캠코더 구입

38,000,000원 = 38,000  ㅇ철새 탐조용 필드스코프 구매

20,000,000원 = 20,000  ㅇ환경 정책 브리핑용 장비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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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39,096,265 39,011,265 85,000

(X978,063) (X978,063) (X0)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전략목표 : 3,817,360 3,732,360 85,000

시민참여촉진과 정보역량 강화성과목표 : 441,960 356,960 8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사이버정책토론방 접속건수 10만건 11만건 12만건 토론방 접속건수 확인

사이버정책토론방 의견 게시건수 2,000건 2,200건 2,500건 토론의견 게시건수 확인

시민사이버교육 수료인원 6천명 7천명 7천명 수료인원 확인

정보소외계층 중고PC 보급대수 1,000대 800대 1,000대 보급실적 확인

시민 무료인터넷 접속서비스 보급시설수 39개소 32개소 32개소 보급실적 확인

0177 전자정부마케팅 85,000 0 85,000

11,000(11-1241-122-303-01) 포상금

11,000,000원 = 11,000  ㅇ유공공무원 시상

28,000(11-1241-220-207-02) 전산개발비등

28,000,000원 = 28,000  ㅇ통합홈페이지 신규서비스 도입

19,000(11-1241-220-307-05) 민간위탁금

19,000,000원 = 19,000  ㅇ국가별 마케팅 프로젝트 및 체험관 구축 등

27,000(11-124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대*1,500,000원 = 27,000  ㅇ노트북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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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화기획단



행정국 208,158,197 208,058,197 100,000

(X12,230,373) (X12,230,373) (X0)

시민참여 행정 확대로 시민중심의 자치시
정 구현

전략목표 : 20,422,421 20,322,421 100,000

(X11,869,023) (X11,869,023) (X0)

행정서비스 제공체계 개선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원서비스 제공

성과목표 : 12,622,799 12,522,799 100,000

(X11,103,799) (X11,103,799) (X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새주소 전산DB(건물) 갱신률 90% 91% 92% 건축물 변경건수 대비 새주소 전산DB 갱신 건수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1일 평균이용 인원 550명 600명 650명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1일 평균이용 인원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73.3% 73.5% 73.5% 민원실 서비스 이용 시민만족도 조사

Hi Seoul 민원봉사실 민원서비스 헌장운영 내실화 92% 93% 93% Hi Seoul 민원봉사실 민원서비스 헌장 만족도 조사

문서정리 실적(서철, 면번호 부여, 기본목록, 세부목
록 작성 등)

6,300권 6,500권 7,500권 목표대비 달성도

마이크로필름 촬영 5,000매 5,000매 5,000매 목표대비 달성도

610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13,000 113,000 100,000

82,000(11-1253-122-201-01) 일반운영비

82,000,000원 = 82,000  ㅇ도로명주소 책자형 지도제작(1식)

18,000(11-1253-122-303-01) 포상금

18,000,000원 = 18,000  ㅇ직원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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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국



복지건강국 1,893,535,835 1,893,435,835 100,000

(X579,170,693) (X579,070,693) (X100,000)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목표 : 173,174,875 173,074,875 100,000

(X43,154,663) (X43,054,663) (X100,000)

시립병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
비스 체계 강화

성과목표 : 91,876,100 91,776,100 100,000

(X631,100) (X531,100)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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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1,100 12,031,100 100,000

(X 631,100) (X 531,100) (X100,000)

100,000(11-2212-210-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00원 = 100,000  ㅇ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지원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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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교통국 2,791,728,208 2,784,637,208 7,091,000

(X72,336,263) (X65,245,263) (X7,091,000)

일반예산전략목표 : 1,845,884,539 1,838,793,539 7,091,000

(X22,091,000) (X15,000,000) (X7,091,000)

일반예산성과목표 : 1,845,884,539 1,838,793,539 7,091,000

(X22,091,000) (X15,000,000) (X7,09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9921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 207,091,000 200,000,000 7,091,000

(X 22,091,000) (X 15,000,000) (X7,091,000)

7,091,000(11-5111-210-702-01) 기금전출금

7,091,000,000원 = 7,091,000  ㅇ지하철 부채 원금 상환금 (X7,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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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국



도시계획국 657,188,100 654,804,500 2,383,600

(X9,636,400) (X7,252,800) (X2,383,600)

지역균형발전도모전략목표 : 49,572,700 47,189,100 2,383,600

(X9,636,400) (X7,252,800) (X2,383,600)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성과목표 : 12,841,300 10,457,700 2,383,600

(X9,636,400) (X7,252,800) (X2,3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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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6 국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1,960,600 9,577,000 2,383,600

(X 9,616,600) (X 7,233,000) (X2,383,600)

2,383,600(11-242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2,383,600  ㅇ국비지원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 2,383,600    ·2개시장

1,188,000,000원 = 1,188,000      -면목시장 (X1,188,000)

1,195,600,000원 = 1,195,600      -현대골목시장 (X1,1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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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국



주택국 787,213,288 704,397,374 82,815,914

(X89,603,914) (X6,788,000) (X82,815,914)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전략목표 : 333,009,720 250,193,806 82,815,914

(X82,815,914) (X0) (X82,815,91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성 도
모

성과목표 : 251,158,770 168,342,856 82,815,914

(X82,815,914) (X0) (X82,815,914)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호수 19,173호 25,500호 17,280호 주요사업계획의 세부추진사항 확인

상암지구 주택건설(3공구) 40%(80%) 10%(90%) 10%(100%) 계획대비 조성공정률 확인

장월지구 주택건설 공정률 15%(60%) 40%(100%) 계획대비 조성공정률 확인

장지 · 발산지구 주택건설 공정률 5%(5%) 25%(30%) 30%(60%) 계획대비 조성공정률 확인

1201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171,885,099 95,880,000 76,005,099

(X 76,005,099) (X 0) (X76,005,099)

76,005,099(24-1213-210-502-01) 출자금

= 76,005,099  ㅇ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15,867,993,000원 = 15,867,993    ·2003년 사업(5,324호) (X15,867,993)

13,760,774,000원 = 13,760,774    ·2004년 사업(4,773호) (X13,760,774)

39,134,972,000원 = 39,134,972    ·2005년 사업(10,417호) (X39,134,972)

7,241,360,000원 = 7,241,360    ·2006년 사업(2,796호) (X7,241,360)

3101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74,422,473 67,611,658 6,810,815

(X 6,810,815) (X 0) (X6,810,815)

6,810,815(24-3212-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6,810,815  ㅇ재개발세입자임대 주택 매입

2,441,654,000원 = 2,441,654    ·2006년 사업(777호)-계속사업 (X2,441,654)

4,369,161,000원 = 4,369,161    ·2006년 사업(1,687호)-신규사업 (X4,36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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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국



지하철건설본부 767,895,000 764,061,000 3,834,000

(X298,807,000) (X294,973,000) (X3,834,000)

효율적인 공정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지
하철 건설

전략목표 : 750,535,506 746,701,506 3,834,000

(X298,807,000) (X294,973,000) (X3,834,000)

철저한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지하철 건설성과목표 : 750,208,000 746,374,000 3,834,000

(X298,807,000) (X294,973,000) (X3,83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지하철9호선 1단계건설 추진 공정율(토목공사) 19%(53%) 17%(70%) 19%(89%) 계획대비 추진공정 확인

지하철3호선 연장건설 추진 공정율 11%(16%) 13%(29%) 23%(52%) 계획대비 추진공정 확인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추진 공정율 3%(4%) 7%(11%) 19%(30%) 계획대비 추진공정 확인

지하철9호선 2단계건설 추진 공정율 기본계획용역발주 0.4%(계획완료) 3.6%(4%) 계획대비 추진공정 확인

0103 지하철9호선 1단계건설 688,047,000 684,213,000 3,834,000

(X 274,734,000) (X 270,900,000) (X3,834,000)

3,834,000(21-1213-210-401-01) 시설비

3,834,000,000원 = 3,834,000  ㅇ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X3,8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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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철건설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