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85

568



성과 계획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한강사업기획단 57,288 15,352 -41,936

전략목표 1: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이 즐겨찾는 한강 가꾸기 57,223 14,785 -42,438

성과목표 1-1: 한강변 공원·녹지 확충 53,609 11,071 -42,538

-평화의 공원 공정율 84% 100%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

-난지 한강공원 85% 100%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

-선유도 공원 85% 100%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

-한강변 꽃밭 조성면적 530천㎡ 896천㎡ 한강변 꽃밭조성

-고수부지 수목식재율 63% 90% 한강고수부지 수목식재

성과목표 1-2: 한강공원 기능개선 및 이용활성화 2,660 2,923 263

-한강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한강관리사업소 공원 이용자 대상설문조사중 "기능개선"부분 결과 활용

-한강공원 접근로 확충 및 정비 공정율 11% 50%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

-한강공원 기능보완사업 공정율 15% 90%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

성과목표 1-3: 한강생물 서식공간 확충 663 500 -163

-수변 서식공간 확충 사업 공정율 6% 50%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

한강사업기획단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성과목표 1-4: 한강가꾸기 시민참여 활성화 291 291

-한사모위원회 안건 상정건수 10건 10건 안건상정 건수확인

-사진 응모 건수 75건 75건 사진 응모 건수 확인

-시민참여 공모사업 성과평가 점수 시민참여 공모사업 성과평가 점수

전략목표 9: 일반예산 65 568 503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65 568 503

한강사업기획단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57,287,780 15,352,385 -41,935,395- 한강사업기획단

전략목표 :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이 즐겨찾는
한강 가꾸기

57,222,860 14,784,860 -42,438,000

한강변 공원·녹지 확충성과목표 : 53,609,000 11,071,000 -42,538,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평화의 공원 공정율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84% 100%

난지 한강공원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85% 100%

선유도 공원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85% 100%

한강변 꽃밭 조성면적 한강변 꽃밭조성530천㎡ 896천㎡

고수부지 수목식재율 한강고수부지 수목식재63% 90%

0102 평화의 공원조성 26,667,000 3,256,000 -23,411,000

일반운영비(11-2241-220-201-01) 100,000

  ㅇ밀레니엄공원 개원행사비 100,000

    .홍보용 베너 제작 설치 1,000조*40,000원 40,000

    .현수막 및 홍보탑 설치 13,500,000원 13,500

    .홍보팜프렛 등 제작 30,000매*1,000원 30,000

    .행사진행요원 급식비 200명*5일*1식*5,000원 5,000

    .초청장 인쇄 및 발송 1,000매*2,000원 2,000

    .행사진행용품 등 구입 9,500,000원 9,500

민간위탁금(11-2241-220-307-05) 300,000

  ㅇ밀레니엄공원 개원행사비 300,000,000원 300,000

시설비(11-2241-220-401-01) 2,604,000

  ㅇ평화의공원조성 2,604,000,000원 2,604,000

감리비(11-2241-220-401-02) 243,000

  ㅇ평화의 공원조성 243,000,000원 243,000

시설부대비(11-2241-220-401-03) 9,000

- 한강사업기획단   1 /    8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ㅇ평화의 공원 조성 9,000,000원 9,000

0103 난지 한강시민공원 조성 10,825,000 605,000 -10,220,000

시설비(11-2241-220-401-01) 600,000

  ㅇ난지지구 시민공원조성 600,000,000원 600,000

시설부대비(11-2241-220-401-03) 5,000

  ㅇ난지지구 시민공원조성 5,000,000원 5,000

0104 선유도 공원화사업 7,840,000 4,637,000 -3,203,000

일반운영비(11-2241-220-201-01) 30,000

  ㅇ선유도 공원 개원 행사 30,000

    .홍보용 배너 제작설치 300조*40,000원 12,000

    .현수막 제작 3,500,000원 3,500

    .홍보팜플렛 등 제작 10,000매*1,000원 10,000

    .행사진행요원 급식비 200명*1일*1식*5,000원 1,000

    .초청장 인쇄 및 발송 500매*2,000매 1,000

    .행사진행용품 등 구입 2,500,000원 2,500

민간위탁금(11-2241-220-307-05) 70,000

  ㅇ선유도공원 개원 행사비 70,000,000원 70,000

시설비(11-2241-220-401-01) 4,397,000

  ㅇ선유도공원화사업 4,397,000,000원 4,397,000

감리비(11-2241-220-401-02) 130,000

  ㅇ선유도공원 사업 130,000,000원 130,000

시설부대비(11-2241-220-401-03) 10,000

  ㅇ선유도 공원 사업 10,000,000원 10,000

0206 한강고수부지 수목식재 1,124,000 102,000 -1,022,000

시설비(11-2241-220-401-01) 102,000

  ㅇ둔치식재 102,000,000원 102,000

0210 한강변 대단위 꽃밭조성 2,153,000 2,471,000 318,000

시설비(11-2241-220-401-01) 2,471,000

- 한강사업기획단   2 /    8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ㅇ한강변 대단위 꽃밭조성 2,471,000,000원 2,471,000

한강공원 기능개선 및 이용활성화성과목표 : 2,660,000 2,923,000 263,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한강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한강관리사업소 공원 이용자 대상설문조사중 "기능개
선"부분 결과 활용

한강공원 접근로 확충 및 정비 공정율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11% 50%

한강공원 기능보완사업 공정율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15% 90%

0203 대중교통 연계보행로 정비사업 1,049,000 1,678,000 629,000

시설비(11-2241-220-401-01) 1,653,000

  ㅇ대중교통연계 보행로 정비 1,653,000,000원 1,653,000

시설부대비(11-2241-220-401-03) 25,000

  ㅇ기타부대비(한강사업 포괄비) 25,000,000원 25,000

0211 한강공원 지하보·차도 환경개선 295,000 295,000

시설비(11-2241-220-401-01) 290,000

  ㅇ한강공원지하보차도 환경개선 290,000,000원 290,000

시설부대비(11-2241-220-401-03) 5,000

  ㅇ한강공원지하보차도 환경개선 5,000,000원 5,000

0212 강북구간(잠실대교~광진교)자전거도로개설 585,000 585,000

시설비(11-2241-220-401-01) 580,000

  ㅇ강북구간 자전거도로개설 580,000,000원 580,000

시설부대비(11-2241-220-401-03) 5,000

  ㅇ강북구간 자전거도로개설 5,000,000원 5,000

0213 강변북로 횡단교량 설치 365,000 365,000

- 한강사업기획단   3 /    8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시설비(11-2241-220-401-01) 360,000

  ㅇ강변북로 횡단교량 설치 360,000,000원 360,000

시설부대비(11-2241-220-401-03) 5,000

  ㅇ강변북로 횡단교량 설치 5,000,000원 5,000

한강생물 서식공간 확충성과목표 : 663,000 500,000 -163,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수변 서식공간 확충 사업 공정율 예정공정표에 의한 실공정 확인6% 50%

0205 수변 서식공간 확충 113,000 500,000 387,000

시설비(11-2241-220-401-01) 500,000

  ㅇ수변서식 공간확충 500,000,000원 500,000

한강가꾸기 시민참여 활성화성과목표 : 290,860 290,860 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한사모위원회 안건 상정건수 안건상정 건수확인10건 10건

사진 응모 건수 사진 응모 건수 확인75건 75건

시민참여 공모사업 성과평가 점수 시민참여 공모사업 성과평가 점수

6101 한사모 운영 활성화 95,860 95,860

일반운영비(11-2241-122-201-01) 34,360

  ㅇ한강사업관리업무 15,000

    .새서울우리한강사업 15,000원*400부 6,000

    .밀레니엄공원 사업 15,000원*200부*2회 6,000

    .주요사업 사진촬영 3,000,000원 3,000

  ㅇ한사모 및 자문단 운영 19,360

    .회의자료 발간 17,000원*120부*5.6회 11,424

- 한강사업기획단   4 /    8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회의관련도면 OHP작성 10,000원*20건*8회 1,600

    .관련도면 축소복사 2,000원*50부*8회 800

    .회의자료 우송료 400원*400건*4회 640

    .회의장소 임차비 4,896,000원 4,896

행사실비보상금(11-2241-122-301-09) 61,500

  ㅇ세미나, 공청회등 참석자 경비 32,000,000원 32,000

  ㅇ세미나.공청회 출연자 및 발표자 사례금 등 29,500,000원 29,500

6102 시민참여 공모사업 155,000 155,000

일반운영비(11-2241-122-201-01) 15,000

  ㅇ새서울, 우리한강 용역자문 등 50,000원*15명*20회 15,000

민간경상보조(11-2241-122-307-02) 140,000

  ㅇ새서울,시민참여 공모사업 140,000,000원 140,000

6103 한강의 모습 그리기 40,000 40,000

일반운영비(11-2241-122-201-01) 30,000

  ㅇ한강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30,000

    .사진임대 7,000,000원 7,000

    .사진액자, 전시대, 장소임대 15,000,000원 15,000

    .심사수당 등 8,000,000원 8,000

기타보상금(11-2241-122-301-11) 10,000

  ㅇ한강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시상금 10,000,000원 10,000

전략목표 : 일반예산 64,920 567,525 502,605

일반예산성과목표 : 64,920 567,525 502,605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 한강사업기획단   5 /    8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9901 인건비 507,605 507,605

기본급(11-2241-110-101-01) 281,003

  ㅇ봉급 194,972

    .4급 1,847,500원*2명*12월*1.029 45,626

    .5급 1,636,700원*3명*12월*1.029 60,630

    .6급 1,387,400원*2명*12월*1.029 34,264

    .7급 1,079,700원*2명*12월*1.029 26,665

    .9급 609,600원*1명*12월*1.029 7,528

    .기능9등급 820,300원*2명*12월*1.029 20,259

  ㅇ처우개선비 194,972,000원*0.085 16,573

  ㅇ기말수당 211,545,000원*1/6 35,258

  ㅇ정근수당 211,545,000원*1.94/12 34,200

수당(11-2241-110-101-02) 69,587

  ㅇ시간외수당 35,400

    .5급 6,844원*52시간*3명*12월
*1.029

13,184

    .6급 5,807원*52시간*2명*12월
*1.029

7,458

    .7급 5,211원*52시간*2명*12월
*1.029

6,692

    .9급 4,187원*52시간*1명*12월
*1.029

2,689

    .기능9등급 4,187원*52시간*2명*12월
*1.029

5,377

  ㅇ처우개선비 3,009

    .초과근무 35,400,000원*0.085 3,009

  ㅇ자녀학비보조수당 4,503

    .중학교 176,525원*12명*0.18*4회 1,526

    .고등학생 310,025원*12명*0.20*4회 2,977

  ㅇ가족수당 7,949

    .배우자 12명*30,000원*0.8*12월 3,456

    .기타가족 12명*20,000원*1.56*12월 4,493

  ㅇ장기근속수당 9,840

    .25년이상 130,000원*1명*12월 1,560

    .20년이상 110,000원*3명*12월 3,960

    .10년이상 60,000원*6명*12월 4,320

  ㅇ관리업무수당 49,504,000원*10% 4,951

- 한강사업기획단   6 /    8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ㅇ대우수당 211,545,000원*0.31*6% 3,935

복리후생비(11-2241-110-204-01) 99,080

  ㅇ정액급식비 80,000원*12명*12월 11,520

  ㅇ교통비 100,000원*12명*12월 14,400

  ㅇ명절휴가비 211,545,000원*1/12*100% 17,629

  ㅇ가계지원비 211,545,000원*1/12*250% 44,072

  ㅇ연가보상비 211,545,000원*1/12*1/24*20일
*0.78

11,459

포상금(11-2241-110-303-01) 9,696

  ㅇ포상금 211,545,000원*1/12*55% 9,696

연금부담금(11-2241-110-304-01) 40,429

  ㅇ연금부담금 290,843,000원*10.5% 30,539

  ㅇ퇴직수당부담금 290,843,000원*3.1% 9,017

  ㅇ재해보상부담금 290,843,000원*0.3% 873

의료보험금(11-2241-110-304-02) 7,810

  ㅇ의료보험부담금 459,366,000원*1.7% 7,810

9902 기본경비 64,920 59,920 -5,000

일반운영비(11-2241-121-201-01) 14,100

  ㅇ공통기본경비 9,100

    .사무용품비 800

      -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20명 200

      -기본사무종이류 30,000원*20명 600

    .소규모수선비 5,000원*20명 100

    .행정장비수리비 3,200

      -복사기 400,000원*1대 400

      -레이져프린터 400,000원*7대 2,800

    .도서구입비 50,000원*4팀 200

    .기본급량비 240,000원*20명 4,800

  ㅇ기관별기본경비 5,000

    .의회보고자료 등 500,000원*10회 5,000

국내여비(11-2241-121-202-01) 8,40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420,000원*20명 8,4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11-2241-121-203-01) 15,440

  ㅇ기관운영업무추진 15,440

    .2급 9,000,000원*1명 9,000

    .4급 3,220,000원*2명 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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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11-2241-121-203-03) 15,000

  ㅇ새서울 우리한강 시책업무추진 1,000,000원*12월 12,000

  ㅇ한사모 운영 등 업무추진 3,000,000원 3,000

기타업무추진비(11-2241-121-203-04) 3,60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원*12월 3,600

일시사역인부임(11-2241-121-206-02) 3,380

  ㅇ저소득자녀부업알선 13,000원*260일*1명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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