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4-06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9,837,376,345 4,281,2759,833,095,070

    300  지방교부세 400,300 400,300

      310  지방교부세 400,300 400,300

        311  지방교부세 400,300 400,300

        01  지방교부세 400,300 400,300

  ㅇ소방행정과 45,000

    .소방종합정보통신 보강 40,000,000원 * 1대 * 50% 20,000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50,000,000원 * 1대 * 50% 25,000

 ㅇ민방위담당관 121,300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확충 28,000,000원 28,000

    .민방위 전국단위 시범훈련 70,000,000원 70,000

    .비상급수시설 확충 23,300,000원 23,300

 ㅇ행정과 234,000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사업 지원 234,000,000원 234,000

    600  보조금 485,750,287 3,880,975481,869,312

      610  국고보조금등 485,750,287 3,880,975481,869,312

        611  국고보조금등 485,750,287 3,880,975481,869,312

        01  국고보조금 등 485,750,287 3,880,975481,869,312

  ㅇ여성정책과 9,375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 9,375,000원 9,375

 ㅇ농수산유통과 371,600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지게차, 전동차 등 구입) 371,600,000원 371,600

 ㅇ체육청소년과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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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 및 증축 200,000,000원 200,000

 ㅇ치수과 3,300,000

    .200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300,000,000원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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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비상기획관 27,690,858 27,569,558 121,300

(X167,619) (X167,619)  

민방위역량의 제고전략목표 : 3,596,392 3,475,092 121,300

(X155,469) (X155,469)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성과목표 : 1,079,092 1,009,092 70,000

(X155,469) (X155,46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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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훈련의 개선도 3건 3건 3건 민방위 교육· 훈련 실적

0101 민방위교육훈련 406,850 336,850 70,000

(X155,469) (X155,469)  

70,000(11-4121-122-201-01) 일반운영비

 = 33,000  ㅇ민방위 전국단위 시범 훈련비  

20,000,000원 * 1편 = 20,000    .교육훈련용 비디오 제작  

470,000원 * 2개 = 940    .훈련용 상황판 제작  

4,000,000원 * 1편 = 4,000    .교육훈련관련 홍보물 제작  

2,000,000원 * 1회 = 2,000    .특수상황 연출(연막 등)  

300,000원 * 10개 = 3,000    .민방위 표제 등 구매(민방위기 등)  

34,000원 * 90개 = 3,060    .훈련용 방독면 구매  

 = 7,000  ㅇ민방위 전국단위 시범훈련장비 구매  

3,000,000원 * 1대 = 3,000    .디지털 카메라  

500,000원 * 4대 = 2,000    .영상물 편집(DVD, Combo 등)  

2,000,000원 * 1대 = 2,000    .기록물보존용 컴퓨터  

30,000,000원 * 1개소 = 30,000 ㅇ민방위 전국단위 시범훈련 지원(종로)  

민방위 대비기반의 충실화성과목표 : 2,517,300 2,466,000 51,3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비상급수시설 확보율 90% 90% 90% 비상급수시설 확보용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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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상기획관



다용도 방독면 확보율 50% 63% 76% 방독면 확보율 확인

0102 비상급수시설 신설및 유지관리 89,300 66,000 23,300

23,300(11-4121-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3,300,000원 * 1개소 = 23,300  ㅇ비상급수시설 확충 지원(금천)  

0108 민방위훈련 장비확충 28,000 0 28,000

28,000(11-412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원 * 12대 = 18,000  ㅇ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교체  

5,000,000원 * 2대 = 10,000  ㅇ민방위교육장 방송장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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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상기획관



2004-04-06

행정국 108,070,134 107,836,134 234,000

(X6,392,802) (X6,392,802)  

시민중심의 자치시정 구현전략목표 : 12,560,243 12,326,243 234,000

(X6,392,802) (X6,392,802)  

시민참여의 시정구현성과목표 : 5,932,590 5,698,590 23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시민 직접대화 개최율 81% 81% 81% 개최실적 조사

면담요청 처리율 81% 81% 81% 시민 요구사항 및 처리건수 조사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이용인원 130 135 140

민간단체 우수사업 비율 13% 15% 17% 외부전문 기관에 평가의뢰

자원봉사자 만족도 60% 65% 70% 활동중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0323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사업 지원 234,000 0 234,000

234,000(11-1253-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34,000,000원 = 234,000  ㅇ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사업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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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국



2004-04-06

복지여성국 1,592,533,199 1,592,523,824 9,375

(X475,461,114) (X475,451,739) (X9,37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전략목표 : 14,648,696 14,639,321 9,375

(X2,206,520) (X2,197,145) (X9,37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성과목표 : 7,424,875 7,415,500 9,375

(X9,375) (X0) (X9,37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위원회 여성 참여율 33% 35% 37% 서울시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여성단체지원 만족도 조사 55% 65% 68% 여성발전기금사업 만족도 조사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율 제고 20% 35% 45% 국제회의장, 아트홀, 연수시설 등 이용율 조사

6109 자원봉사학교 설치· 운영 54,875 45,500 9,375

(X9,375) (X0) (X9,375)

9,375(11-2321-210-307-05) 민간위탁금

 = 9,375  ㅇ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지원사업  

8,640,000원 = 8,640    .인건비 (X8,640)

725,000원 = 725    .보험료 (X725)

9,600원 = 10    .운영비 (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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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여성국



2004-04-06

산업국 290,739,259 290,367,659 371,600

(X26,721,505) (X26,349,905) (X371,600)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131,709,293 131,337,693 371,600

(X1,524,783) (X1,153,183) (X371,600)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유통지원성과목표 : 6,502,146 6,130,546 371,600

(X1,474,783) (X1,103,183) (X371,6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친환경농장 조성 운영 4,000건 4,400건 4,700건 참여 계좌 확인

유해잔류물질 검사 건수 8,400건 8,400건 8,900건 유해잔류 물질 검사 건수

축산물 수거 검사 건수 400건 430건 440건 축산물 수거 검사 건수

농업인 및 시민교육 11,000명 11,000명 11,200명 교육실적확인

신기술 보급 사업수 22 22 23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결과 확인

가축방역수 8,900두 89,600두 89,800두 유해잔류물질 검사 건수

0310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지원 371,600 0 371,600

(X371,600) (X0) (X371,600)

371,600(11-3111-210-402-01) 민간자본보조

 = 371,600  ㅇ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371,600,000원 = 371,600    .지게차, 전동차 등 장비구입비 지원 (X3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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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2004-04-06

문화국 287,707,988 287,507,988 200,000

(X27,730,972) (X27,530,972) (X200,000)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전략목표 : 60,369,408 60,169,408 200,000

(X6,919,000) (X6,719,000) (X200,000)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성과목표 : 51,545,684 51,345,684 200,000

(X6,909,000) (X6,709,000) (X2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개소수 21개소 23개소 25개소 수련시설 건립실적 확인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수(1수련관 평균) 152천명 155천명 158천명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자수 확인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 만족도 71% 72% 73% 이용자 만족도 조사

0714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200,000 0 200,000

(X200,000) (X0) (X200,000)

200,000(11-2114-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00원 = 200,000  ㅇ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 및 증축 (X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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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2004-04-06

건설기획국 1,332,567,700 1,329,267,700 3,300,000

(X13,300,000) (X10,000,000) (X3,300,000)

(채5,000,000) (채5,000,000) (채0)

수해·설해 예방체계 구축전략목표 : 235,095,610 231,795,610 3,300,000

(X3,300,000) (X0) (X3,300,000)

폭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재해예방관리
대책 추진

성과목표 : 231,047,120 227,747,120 3,300,000

(X3,300,000) (X0) (X3,3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수방시설 확충 99개소 109개소 112개소 빗물펌프장 등 신·증설실적

하수관거 시설 확충 51.7㎞ 70.7㎞ 계획 대비 실적 확인

빗물펌프장 적기 가동체계 구축 75개소 94개소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실적

극한 강우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2% 71% 100% 학술용역 추진실적

0631 방화 간이펌프장 신설 9,500,000 8,360,000 1,140,000

(X1,140,000) (X0) (X1,140,000)

1,140,000(11-3341-210-401-01) 시설비

1,140,000,000원 = 1,140,000  ㅇ방화 간이펌프장 신설 (X1,140,000)

0632 시흥3동 석수역 주변 침수방지사업 18,217,000 16,057,000 2,160,000

(X2,160,000) (X0) (X2,160,000)

2,160,000(11-3341-210-401-01) 시설비

2,160,000,000원 = 2,160,000  ㅇ시흥3동 석수역 주변 침수방지사업 (X2,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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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획국



2004-04-06

소방방재본부 353,282,277 353,237,277 45,000

(X3,453,087) (X3,453,087)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의 첨단화전략목표 : 35,498,747 35,453,747 45,000

(X1,709,323) (X1,709,323)  

재난관리 지휘 전달체계의효율화성과목표 : 16,308,781 16,263,781 45,000

(X250,000) (X2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정보시스템의 신뢰도 10%감소 10%감소 10%감소 발생횟수 확인

정보전달의 정확도 1%이내억제 0.9%이내억제 0.8%이내억제 신고건수 확인

정보전달의 신속도 시스템적용 81초이내 77초이내 신고시각과 출동대 수보시각 확인

0205 유무선통신망보강 2,248,824 2,228,824 20,000

20,000(11-4215-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00원 * 1대 * 50% = 20,000  ㅇCCTV 영상전송장비 구매  

6406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125,000 100,000 25,000

25,000(11-4215-220-401-01) 시설비

50,000,000원 * 1대 * 50% = 25,000  ㅇ민방위경보싸이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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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방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