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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기획

개    요

□ 조  직 : 민방 담당

□ 인  력 : 56명 (2  1명, 4  1명, 5 이하 54명)

□   산                                                                                             (단  : 백만원)

구    분 2006 2005 증    감% % %

일반회계

계 4,965 100 5,072 100 △107 △2.1

인 건 비 2,822 56.9 2,465 48.6 357 14.5

기본경비 443 8.9 498 9.8 △55 △11.0

사 업 비 1,700 34.2 2,109 41.6 △409 △19.4

기    타 - - - - - -

기 임무

  시, 사변 기타 이에 하는 국가비상사태 비와 련하여 국가의 비상 비 업무 발 을 한 업무기획 통제, 

  민방 련 업무  청사유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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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체계                                               산규모  

                          

략 Ⅱ : 민방  역량의 제고 (22.9%)

(단 :백만원)

4,965

략 Ⅰ : 시 비상 비 역량의 강화(11.3%)

일반 산 (65.8)

『 략목표Ⅰ』

 시 비상 비 역량의 강화

  ⇒ 성과목표 3, 주요사업 4

(민방 담당 )

『 략목표Ⅱ』

 민방  역량의 제고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3

(민방 담당 )

략목표  2건

성과목표 5건

주요사업  7건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회계년도 : 2006,   본예산 확정)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6
20062005 2007

2005

(X -76)

-107 4,965 5,072

(X 387) (X 463)

비상기획관

(X 3)

69 564 495

(X 29) (X 26)

전략목표 1: 전시 비상대비 역량의 강화

5 48 43성과목표 1-1: 비상대비연습의 철저화

-비상대비 계획과 훈련의 정합성 향상 4건이하 4건이하 4건이하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중 5년이내 유사문
제점 건수

-비상대비 계획의 개선안 발굴 5건 5건 5건 핵심과제 도출 건수

0 0 0성과목표 1-2: 비상관리체계의 선진화

-비상대비 관리체계제도 개선건의 2건 2건 2건 개선 건의건수

-중점관리업체 자원확인 개선실적 3건 3건 1건 중점관리지정업체 자원확인 개선 건수

(X 3)

64 516 452

(X 29) (X 26)

성과목표 1-3: 비상관리업무의 효율화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율 96% 97% 98% 훈련대상자 응소율

(X -78)

-478 1,135 1,614

(X 359) (X 437)

전략목표 2: 민방위역량의 제고

(X 51)

35 540 505

(X 180) (X 129)

성과목표 2-1: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교육 · 훈련의 만족도 60% 60% 60% 교육 · 훈련의 만족도 조사

-민방위 교육 · 훈련의 개선 3건 3건 3건 문제점 개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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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6
20062005 2007

2005

(X -130)

-514 595 1,109

(X 179) (X 308)

성과목표 2-2: 민방위 대비기반의 충실화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율(당해년도 총 확보용량/총 기준용량) 91% 91% 91% 기준량 대비 급수시설 확보량

302 3,265 2,963전략목표 9: 일반예산

302 3,265 2,963성과목표 9-9: 일반예산

2 비상기획관



성 과 단 명 세 서



비상기획관 5,072,427 4,965,170 -107,257
(X462,955) (X387,329) (X-75,626)

전시 비상대비 역량의 강화전략목표 : 495,336 564,351 69,015
(X25,900) (X28,700) (X2,800)

비상대비연습의 철저화성과목표 : 42,989 48,000 5,01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비상대비 계획과 훈련의 정합성 향상 4건이하 4건이하 4건이하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중 5년이내 유사문제점 건
수

비상대비 계획의 개선안 발굴 5건 5건 5건 핵심과제 도출 건수

0102 을지연습 강화 42,989 48,000 5,011

39,749(11-4111-122-201-01) 일반운영비

15,187  ㅇ을지연습

3,220원*17종*110부 6,022    ·을지연습 각종유인물 인쇄

5,500원*30매 165    ·을지연습유공자 표창장 인쇄

300,000원*30판 9,000    ·을지연습상황판 등  제작

8,412  ㅇ을지연습용품 구입

1,568,000원*2회 3,136    ·을지연습 사무용품 구입

2,638,000원*2회 5,276    ·을지연습 소모품 구입

4,460  ㅇ대 침투종합훈련

2,900원*400부 1,160    ·대 침투종합훈련계획 등 인쇄

110,000원*30판 3,300    ·대 침투종합훈련 상황판 등 제작

9,000,000원*1년 9,000  ㅇ상황실 장비유지 관리

440원*230매*25부 2,530  ㅇ충무계획 요약책자 발간

2,000원*80매 160  ㅇ충무계획 지도구입

1,251(11-4111-122-301-12) 기타보상금

1,251  ㅇ을지연습 유공자 시상

21,670원*30명 651    ·을지연습 개인시상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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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2개단체 600    ·을지연습  단체시상

7,000(11-411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  ㅇ지하충무시설 환경구축

7,000,000원*1대 7,000    ·방송장비증설

비상관리업무의 효율화성과목표 : 452,347 516,351 64,004
(X25,900) (X28,700) (X2,8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율 96% 97% 98% 훈련대상자 응소율

0103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1,194 11,194 0

8,734(11-4111-122-201-01) 일반운영비

4,550  ㅇ통합방위협의회

1,490원*10종*100매*2회 2,980    ·통합방위협의회 유인물 인쇄

5,500원*100매*1회 550    ·통합방위협의회 유공자 표창장 인쇄

170,000원*3종*2회 1,020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현수막 등 제작

1,492,000원*2회 2,984  ㅇ통합방위협의 회의장 임차료

600,000원*2회 1,200  ㅇ통합방위협의 회의장 주차료

2,460(11-4111-122-301-12) 기타보상금

2,460  ㅇ통합방위 유공자 시상

15,600원*100명*1회 1,560    ·통합방위 개인시상

150,000원*6개단체*1회 900    ·통합방위 단체시상

0104 공익근무요원 관리 109,896 114,000 4,104

9,600(11-4111-122-201-01) 일반운영비

9,600  ㅇ공익근무요원 관리

1,500원*4,000부 6,000    ·공익근무요원 수첩제작

10,000원*300부 3,000    ·공익근무요원 관련유인물 인쇄

6,000원*100명 600    ·공익근무요원 표창장 인쇄

102,372(11-4111-122-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2,372  ㅇ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235,400원*1,889명*0.05% 38,003    ·사망보상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2 비상기획관



8,941,200원*1,889명*0.33% 55,737    ·장애보상금

8,632    ·공익근무요원 보수등

47,000원*12월*3명 1,692      -공익근무요원 봉급

100,000원*12월*3명 3,600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0,000원*12월*3명 1,440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40,000원*12월*3명 1,440      -공익근무요원 여비

460,000*1명 460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028(11-4111-122-301-12) 기타보상금

2,028,000원*1식 2,028  ㅇ공익근무요원 시상

0105 예비군의날 행사 준비 10,237 10,437 200

5,370(11-4111-122-201-01) 일반운영비

3,270  ㅇ예비군의 날 표창장 인쇄 등

5,500원*100매 550    ·예비군의 날 표창장  인쇄

340,000원*8종 2,720    ·예비군의 날  현수막 등 제작

1,500,000원*1회 1,500  ㅇ예비군의 날 행사장 임차료

600,000원*1회 600  ㅇ예비군의 날 행사장 주차료

5,067(11-4111-122-301-12) 기타보상금

5,067  ㅇ예비군의 날 유공자 시상

21,670원*100명 2,167    ·예비군의 날 개인 시상

2,900    ·예비군의 날 단체 시상

500,000원*4개단체 2,000      -지역

300,000원*3개단체 900      -직장

0201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3,920 36,720 2,800
(X 25,900) (X 28,700) (X2,800)

8,020(11-4111-122-201-01) 일반운영비

8,020  ㅇ인력동원자원관리

34,000원*50부 1,700    ·인력동원계획 책자발간

2,000원*560부 1,120    ·인력동원 담당공무원 교육교재 발간

130,000원*8종*5회 5,200    ·인력동원 관련 유인물 인쇄

28,700(11-4111-210-301-10) 행사실비보상금

70,000원*410명 28,700  ㅇ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 (X28,7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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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예비군 관련 수방사지원 257,100 299,000 41,900

299,000(11-4111-220-403-04)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299,000  ㅇ예비군동대 및 교육장 등 장비지원

299,000,000원*1식 299,000    ·예비군동대 업무용 PC

6102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30,000 45,000 15,000

45,000(11-4111-220-307-05) 민간위탁금

45,000,000원*1회 45,000  ㅇ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민방위역량의 제고전략목표 : 1,613,799 1,135,452 -478,347
(X437,055) (X358,629) (X-78,426)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성과목표 : 504,579 539,962 35,383
(X128,739) (X179,982) (X51,24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민방위 교육 · 훈련의 만족도 60% 60% 60% 교육 · 훈련의 만족도 조사

민방위 교육 · 훈련의 개선 3건 3건 3건 문제점 개선 건수

0101 민방위교육훈련 278,935 389,962 111,027
(X 128,739) (X 179,982) (X51,243)

389,962(11-412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89,962  ㅇ민방위 교육훈련

292,500,000원*1식 292,500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X135,000)

46,248,000원*1식 46,248    ·통대장 교육비 (X21,345)

19,110,000원*1식 19,110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X8,820)

32,104,000원*1식 32,104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X14,817)

0103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86,832 130,000 43,168

112,100(11-4121-122-201-01) 일반운영비

12,800  ㅇ민방위 교육강사 및 담당공무원 워크샵

400,000원*4대*3일 4,800    ·차량임차료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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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원*1식 8,000    ·간담회 및 유인물 제작 등 기타

25,000원*40개*2회 2,000  ㅇ화생방교육용 영상자재 구매

2,293  ㅇ화생방장비·물자 시효경과품 대체

30,000원*30개 900    ·특수방독면 정화통

9,100원*30개 273    ·일반방독면 정화통

32,000원*10개 320    ·해독제키트

30,000원*10개 300    ·제독제키트

500,000원*1개 500    ·KM256탐지키트

35,794  ㅇ민방위 관련 인쇄비

10,814,000원*1식 10,814    ·민방위 교육관련 인쇄비

24,980,000원*1식 24,980    ·화생방 관련 인쇄비

3,311원*2,562㎡ 8,483  ㅇ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

6,800  ㅇ기타 민방위관련 행사추진

1,000,000원*1식 1,000    ·민방위창설기념행사장 임차료

75,000원*4회 300    ·민방위날 훈련용품

800,000원*1개소*4회 3,200    ·민방위교육장 운영용품

100,000원*15명 1,500    ·표어, 포스터 심사 수당

800,000원*1식 800    ·민방위날 강사료 등

42,430  ㅇ민방위실기실습장운영

130,000원*4명*40일 20,800    ·민방위실기강사료

21,630,000원*1식 21,630    ·교육교보재

1,500  ㅇ비상소집훈련행사준비

1,000,000원*1식 1,000    ·행사용CD제작보급 등

500,000원*1식 500    ·훈련교육자료 제작

7,000(11-4121-122-301-10) 행사실비보상금

7,000  ㅇ민방위 소양교육 워크삽 개최

5,000원*144명*7식 5,040    ·급량비

1,960,000원*1식 1,960    ·입장료 등 기타

10,900(11-4121-122-301-12) 기타보상금

1,000,000원*1회 1,000  ㅇ민방위 교육훈련 참여부상자 치료

7,200  ㅇ민방위날 기념행사

1,100,000원*3회 3,300    ·포스터당선작

800,000원*3회 2,400    ·수필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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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3회 1,500    ·표어당선작

2,700  ㅇ주민신고 홍보기간 운영

1,350,000원*1회 1,350    ·포스터당선작

1,350,000원*1회 1,350    ·글짓기당선작

6105 민방위교육장보수 0 20,000 20,000

20,000(11-4121-220-401-01) 시설비

20,000,000원*1식 20,000  ㅇ태릉민방위교육장 도색공사

민방위 대비기반의 충실화성과목표 : 1,109,220 595,490 -513,730
(X308,316) (X178,647) (X-129,66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율(당해년도 총 확보용량/총 기
준용량)

91% 91% 91% 기준량 대비 급수시설 확보량

0105 방독면구입 962,720 595,490 -367,230
(X 288,816) (X 178,647) (X-110,169)

595,490(11-412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2,900원*18,100개 595,490  ㅇ다용도 방독면 구입 (X178,647)

일반예산전략목표 : 2,963,292 3,265,367 302,075

일반예산성과목표 : 2,963,292 3,265,367 302,07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9901 인건비 2,465,136 2,822,176 357,040

1,399,021(11-4111-110-101-01) 기본급

831,182  ㅇ 일반,별정직(35명)

68,024,000원*1명*0.94*1.055 67,460    · 2급

53,979,000원*1명*0.87*1.055 49,545    ·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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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700원*7명*12월*1.045 187,472    · 5급

1,792,600원*15명*12월*1.045 337,189    · 6급

1,373,900원*11명*12월*1.045 189,516    · 7급

249,141  ㅇ 기 능 직(16명)

1,842,900원*1명*12월*1.045 23,110    · 6급

1,592,900원*2명*12월*1.045 39,950    · 7급

1,380,900원*4명*12월*1.045 69,266    · 8급

1,108,500원*7명*12월*1.045 97,305    · 9급

777,900원*2명*12월*1.045 19,510    ·10급

963,318,000원*1/6 160,553  ㅇ 기말수당

80,276,500원*1.97 158,145  ㅇ 정근수당

375,574(11-4111-110-101-02) 수당

250,692  ㅇ 초과근무수당

182,550    · 일반,별정,연구

9,088원*7명*57시간*12월*1.045 45,472      - 5급

7,711원*15명*57시간*12월*1.045 82,676      - 6급

6,919원*11명*57시간*12월*1.045 54,402      - 7급

68,142    · 기능직

7,711원*1명*57시간*12월*1.045 5,512      - 6급

6,919원*2명*57시간*12월*1.045 9,892      - 7급

6,200원*4명*57시간*12월*1.045 17,727      - 8급

5,560원*7명*57시간*12월*1.045 27,820      - 9급

5,030원*2명*57시간*12월*1.045 7,191      - 10급

16,175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54,000원*51명*0.18*4회 1,983    · 중학교

409,200원*51명*0.17*4회 14,192    · 고등학교

32,865  ㅇ 가족수당

30,000원*51명*0.81*12월 14,872    · 배우자

20,000원*51명*1.47*12월 17,993    · 기타가족

45,360  ㅇ 정근수당 가산금

130,000원*9명*12월 14,040    · 25년 이상

110,000원*6명*12월 7,92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10명*12월 9,600    · 15년 - 2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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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15명*12월 10,80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5명*12월 3,000    · 5년 - 10년 미만

360  ㅇ 위험수당

30,000원*1명*12월 360    · 을종

600  ㅇ 특수업무 수당

50,000원*1명*12월 600    · 전산수당(3년이상)

963,318,000원*0.49*0.06 28,322  ㅇ대우수당

50,000원*2명*12월 1,200  ㅇ모범공무원 수당

79,560(11-411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51명*12월 79,560  ㅇ정액급식비

75,720(11-4111-110-101-04) 교통보조비

75,720  ㅇ교통보조비

140,000원*7명*12월 11,760    · 5급

130,000원*29명*12월 45,240    · 6,7급

120,000원*13명*12월 18,720    · 8급 이하

131,052(11-4111-110-101-05) 명절휴가비

87,367,417원*150% 131,052  ㅇ명절휴가비

218,419(11-4111-110-101-06) 가계지원비

87,367,417원*250% 218,419  ㅇ가계지원비

38,558(11-4111-110-101-07) 연가보상비

38,558  ㅇ연가보상금

9,750,417원*1/24*10일*0.53 2,154    .연봉계약제

87,367,417원*1/24*10일 36,404    ·월급제

151,399(11-4111-110-101-08) 기타직보수

151,399  ㅇ청경

1,357,100원*5명*12월*1.045 85,091    · 급여

85,091,000원*1/6 14,182    · 기말수당

7,090,917원*1.97 13,970    · 정근수당

3,294    · 가족수당

30,000원*0.91*5명*12월 1,638      - 배우자

20,000원*1.38*5명*12월 1,656      - 존비속

1,935    ·학비보조 수당

54,000원*0.20*5명*4회 216      -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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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원*0.21*5명*4회 1,719      - 고등학교

5,280    · 정근수당가산

130,000원*1명*12월 1,560      - 25년이상

110,000원*1명*12월 1,320      - 20년이상 25년미만

80,000원*1명*12월 960      - 15년이상 20년미만

60,000원*2명*12월 1,440      - 10년이상 15년미만

27,647    ·초과근무수당

5,883원*5명*57시간*12월*1.045 21,026      - 시간외근무수당

1,961원*5명*365일*1/3*1.045 1,247      - 야간근무수당

45,102원*5명*114일*0.20*1.045 5,374      - 휴일근무수당

13,824(11-411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13,824  ㅇ저소득자녀 부업알선

23,482원*249일*2명 11,695    · 인 부 임

2,300원*249일*2명 1,146    · 중 식 비

23,482원*249일*2명*0.084 983    · 4대 보험료

69,894(11-4111-121-303-01) 포상금

87,367,417원*80% 69,894  ㅇ성과상여금

217,912(11-4111-121-304-01) 연금부담금

217,912  ㅇ 연금 부담금

166,797    · 연금 부담금

1,495,444,000원*10.798% 161,479      - 일반대상자(청경포함)

67,460,000원*0.73*10.798% 5,318      - 연봉제

46,928    · 퇴직수당 부담금

1,495,444,000원*3.0379% 45,431      - 일반대상자(청경포함)

67,460,000원*0.73*3.0379% 1,497      - 연봉제

4,187    · 재해보상 부담금

1,495,444,000원*0.271% 4,053      - 일반대상자(청경포함)

67,460,000원*0.73*0.271% 134      - 연봉제

51,243(11-411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51,243  ㅇ 건강보험 부담금

2,366,813,000원*2.105% 49,822    · 연봉제

67,460,000원*2.105% 1,421    ·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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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 기본경비 498,156 443,191 -54,965

123,829(11-4111-121-201-01) 일반운영비

19,113  ㅇ공통기본경비

398    · 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35명 350      - 사무직

3,000원*16명 48      - 기타직

30,000원*51명 1,530    · 기본사무용 종이류

5,000원*51명 255    · 소규모수선비

2,300    · 행정장비수리비

400,000원*5대 2,000      - 복사기

150,000원*2대 300      - 기타프린터

50,000원*7팀 350    · 도서구입비

240,000원*51명 12,240    · 기본업무추진급량비

40,000원*51명 2,040    ·기타소모품구입비

79,571  ㅇ기타업무추진급식비

69,571,000원*1식 69,571    · 을지훈련

10,000,000원*1년 10,000    · 기타업무추진 급식비

4,870,000원*1식 4,870  ㅇ기본업무추진유인물

10,000,000원*1식 10,000  ㅇ시의회 자료 인쇄

10,000,000원*1식 10,000  ㅇ주요업무 계획서 발간

5,500원*50매 275  ㅇ사회단체 표창장 인쇄

27,360(11-4111-121-202-01) 국내여비

420,000원*51명 21,42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5,940,000원*1년 5,94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12,220(11-411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000원*1명 9,000  ㅇ2급

3,220,000명*1명 3,220  ㅇ4급

33,000(11-411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000원*1회 7,000  ㅇ연말군부대 위문

350,000원*2회 700  ㅇ중점관리자원의 날 및 중점관리업체 조사

300,000원*2회 600  ㅇ대군지원협조

400,000원*5회 2,000  ㅇ비상대비 업무추진(비상기획위,수방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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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1회 1,000  ㅇ을지연습 업무추진

350,000원*2회 700  ㅇ인력동원 업무추진

9,500,000원*2회 19,000  ㅇ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

250,000원*4회 1,000  ㅇ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

1,000,000원*1회 1,000  ㅇ예비군의날 행사 업무추진

5,760(11-411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60  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130,000원)*12월 5,760    · 민방위담당관

19,800(11-411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19,800  ㅇ직책급 업무 추진비

600,000원*1명*12월 7,200    · 2급 (보조기관)

350,000원*1명*12월 4,200    · 4급 (보조기관)

100,000원*7명*12월 8,400    · 5급 (보조기관)

110,640(11-4111-121-204-02) 직급보조비

110,640  ㅇ 직급 보조비

650,000원*1명*12월 7,800    · 2급

500,000원*1명*12월 6,000    · 3급

400,000원*1명*12월 4,800    · 4급

250,000원*6명*12월 18,000    · 5급

155,000원*16명*12명 29,760    · 6급(기능직 포함)

140,000원*13명*12월 21,840    · 7급(기능직 포함)

105,000원*11명*12월 13,860    · 8 - 9급(기능직 포함)

95,000원*2명*12월 2,280    · 10급

105,000원*5명*12월 6,300    · 청원경찰

25,200(11-411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42명*12월 25,200  ㅇ 대민활동비

66,322(11-4121-121-201-01) 일반운영비

13,125 ㅇ공통기본경비

35,000원*365일*1명 12,775    ·태릉민방위교육장숙직비

350,000원*1년 350    ·태릉민방위교육장침구류세탁비

53,197  ㅇ기타기본경비

17,394    · 민방위관련 인쇄비

187,500원*12월 2,250      - 민방위관련주요업무계획등 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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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원*3종*200부 642      - 민방위대육성운영 인쇄비

22,000원*5종*75매 8,250      - 민방위자원관리관련지침 및 서식

7,000원*500부 3,500      - 민방위집행계획 인쇄

12,000원*135부 1,560      - 충무계획 인쇄

4,000원*48매 192      - 민방위창설기념행사 표창장제작

1,000원*700매 700      - 초청장 및 안내서

2,500원*120부 300      - 주민신고망운영 인쇄비

35,803    · 민방위교육장 운영

570,000원*1개소 570      - 교육장 오물수거 수수료

1,054,500원*1개소 1,055      - 교육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

10,000원*6종*25회 1,500      - 민방위교육용 VTR테이프복사

200,000원*12월 2,400      -소규모물품 구입

50,000원*3대*12월 1,800      -교육장 전화료

2,385,000원*1식 2,385      -교육장 상하수도료

1,375,000원*12월 16,500      -교육장 전기료

480,000원*2회 960      -교육장환경개선 부담금

100,000원*1명*4시간 400      - 지진대비교육 등 강사수당

5,000원*1명*25일*8월 1,000      -교육장 교육요원 급식비

120,000원*5명 600      - 민방위교육장청경피복비

4,741,000*1식 4,741      - 교육장난방연료비

2,500원*2대*12월 60      - 교육장 TV수신료

12,000원*3부*12월 432      - 교육장 신문구독료

600,000원*1회 600      - 교육장 소방점검수수료

800,000원*1회 800      - 교육장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9,060(11-4121-121-202-01) 국내여비

9,060  ㅇ기타업무추진 여비

10,000원*4회*25명 1,000    · 민방위위대원 관리실태 점검

10,000원*4회*25명 1,000    · 민방위시설, 장비 점검

10,000원*6회*25명 1,500    · 민방위 비상소집 및 교육점검

10,000원*2회*25개구 500    · 화생방장비물자실태점검

10,000원*9회*25개구 2,250    · 민방위의날훈련 지도점검

10,000원*6명*25일 1,500    · 민방위역점시책평가 출장

131,000원*10명 1,310    ·민방위정책 세미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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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11-412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ㅇ민방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50,000원*10월 1,500    ·민방위교육업무추진비

350,000원*8회 2,800    ·민방위 태세 확립 업무추진비

400,000원*8회 3,200    ·유관기관 공조 업무추진

1,500,000원*1회 1,500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1,000,000원*1회 1,000    ·민방위교육강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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