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4-06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9,843,058,945 5,682,6009,837,376,345

    300  지방교부세 486,300 86,000400,300

      310  지방교부세 486,300 86,000400,300

        311  지방교부세 486,300 86,000400,300

        01  지방교부세 486,300 86,000400,300

  ㅇ행정과 86,000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86,000,000원 86,000

    600  보조금 491,346,887 5,596,600485,750,287

      610  국고보조금등 491,346,887 5,596,600485,750,287

        611  국고보조금등 491,346,887 5,596,600485,750,287

        01  국고보조금 등 491,346,887 5,596,600485,750,287

  ㅇ고용안정과 10,000

    .에너지절약홍보 및 교육사업 10,000,000원 10,000

 ㅇ농수산유통과 226,600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226,600,000원 226,600

 ㅇ문화재과 4,980,000

    .문화재보수, 복원 사업지원 4,980,000,000원 4,980,000

 ㅇ관광과 40,000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40,000,000원 40,000

 ㅇ문화과 340,000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340,000,000원 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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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477,750 777,7507,700,000

    100  한강수질개선사업 8,477,750 777,7507,700,000

      130  보조금 7,465,624 777,7506,687,874

        131  국고보조금 7,465,624 777,7506,687,874

        03  기금수입 7,465,624 777,7506,687,874

  ㅇ수질과 777,750

    .수상구조물 1개소 이전비 777,750,000원 77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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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행정국 108,156,134 108,070,134 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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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중심의 자치시정 구현전략목표 : 12,646,243 12,560,243 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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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의 시정구현성과목표 : 6,018,590 5,932,590 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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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4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86,000 0 86,000

86,000(11-1253-122-307-02) 민간경상보조

86,000,000원 * 1식 = 86,000  ㅇ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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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국



2004-04-06

산업국 290,975,859 290,739,259 236,600

(X26,958,105) (X26,721,505) (X236,600)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131,945,893 131,709,293 236,600

(X1,761,383) (X1,524,783) (X236,600)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유통지원성과목표 : 6,728,746 6,502,146 226,600

(X1,701,383) (X1,474,783) (X2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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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200 371,600 226,600

(X598,200) (X371,600) (X226,600)

226,600(11-3111-210-402-01) 민간자본보조

226,600,000원 = 226,600  ㅇ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X226,600)

에너지 안정적 공급성과목표 : 124,260,796 124,250,796 10,000

(X60,000) (X50,000) (X1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집단에너지 공급의 중단 가구수 15,400가구 15,400가구 8,200가구 집단에너지 공급중단 횟수

열공급 대상 가구수 196,952 198,682 199,292 열공급 수혜자 현황조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평균 복구 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집단에너지 사고발생 사례조사

0114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사업 60,000 50,000 10,000

(X60,000) (X50,000) (X10,000)

5,970(11-3214-210-201-01) 일반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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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5,970,000원 = 5,970  ㅇ에너지절약홍보 및 교육 (X5,970)

4,000(11-3214-210-202-03) 국외여비

4,000,000원 = 4,000  ㅇ에너지관련 국외여비 (X4,000)

30(11-3214-210-301-11) 기타보상금

30,000원 = 30  ㅇ표창부상품 (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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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국



2004-04-06

문화국 293,067,988 287,707,988 5,360,000

(X33,090,972) (X27,730,972) (X5,360,000)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전략목표 : 92,717,630 92,377,630 340,000

(X8,292,000) (X7,952,000) (X340,000)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성과목표 : 81,861,796 81,521,796 340,000

(X5,736,000) (X5,396,000) (X34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서울문화재단 자금조성액 300억원 200억원 200억원 기금조성액 확인

문화예술회관 확충 4개소 6개소 6개소 확충실적

도서관  확충 47개소 49개소 54개소 확충실적

전용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건립 개소수 2개소 계획대비 추진실적

문화지구수 1개소 2개소 2개소 조성실적 확인

세종문화회관 운영 개선((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120억원 56억원 49억원 개보수 실적 확인

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시립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및 관람자수)

8회 350천명 12회 370천명 13회 400천명 전시 개최수 및 관람 시민수 조사

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수) 1,223점 1,390점 1,510점 소장 작품수 확인

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시민미술아카데미 수강자 만
족도)

72% 75% 77% 수강자 만족도 조사

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홈페이지 접속자수) 20천명 25천명 30천명 홈페이지 접속자수 확인

0422 지역정보도서관 운영 지원 3,122,296 2,782,296 340,000

(X340,000) (X0) (X340,000)

340,000(11-2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 340,000  ㅇ지역정보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12개관 * 20,000,000원 = 240,000    .광진구립도서관 등 (X240,000)

2개관 * 30,000,000원 = 60,000    .성북작은도서관 등 (X60,000)

4개관 * 10,000,000원 = 40,000    .성동구립도서관 등 (X40,000)

역사와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전략목표 : 31,476,949 26,496,949 4,980,000

(X17,727,762) (X12,747,762) (X4,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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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26,366,876 21,386,876 4,980,000

(X17,193,570) (X12,213,570) (X4,98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풍납토성 보상실적 81% 85% 88% 보상실적 확인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등 60% 70% 80% 표석설치 확인

유형문화재 발굴.지정등 10건 15건 15건 지정건수 확인

0212 문화재 보수사업(자치구이전) 7,246,000 7,208,000 38,000

(X4,756,500) (X4,718,500) (X38,000)

38,00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8,000,000원 = 38,000  ㅇ문화재보수사업(자치구이전) (X38,000)

0220 풍납토성 복원비 15,171,429 10,571,429 4,600,000

(X12,000,000) (X7,400,000) (X4,600,000)

4,600,000(11-2112-210-401-01) 시설비

4,600,000,000원 = 4,600,000  ㅇ풍납토성 복원비 지원 (X4,600,000)

0232 서울 성곽 복원 102,200 60,200 42,000

(X42,000) (X0) (X42,000)

42,000(11-2112-210-401-01) 시설비

42,000,000원 = 42,000  ㅇ서울성곽 복원 (X42,000)

0259 광희문 주변(서울성곽)보수,복원 1,340,000 1,040,000 300,000

(X300,000) (X0) (X300,000)

300,000(11-2112-210-401-01) 시설비

300,000,000원 = 300,000  ㅇ광희문주변(서울성곽) 보수, 복원 (X300,000)

매력있는 관광도시 육성전략목표 : 4,041,063 4,001,063 40,000

(X152,210) (X112,210) (X40,000)

경쟁력있는 관광상품 개발성과목표 : 1,539,607 1,499,607 40,000

(X40,000) (X0) (X4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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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국



문화관광상품공모전 상품 선정수/응모상품수 45점/2,500점 55점/2,700점 55점/2,700점 공모전 상품선정수/응모상품수 확인

왕궁수문장 재현 관람자 수 850천명 900천명 1,000천명 관람자 수 확인(년)

0542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40,000 0 40,000

(X40,000) (X0) (X40,000)

40,000(11-211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000원 = 40,000  ㅇ2004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X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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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국



2004-04-06

환경국 633,587,424 632,809,674 777,750

(X38,793,181) (X38,015,431) (X777,750)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전략목표 : 13,713,116 12,935,366 777,750

(X777,750) (X0) (X777,750)

한강수질개선성과목표 : 10,462,524 9,684,774 777,750

(X777,750) (X0) (X777,75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한강수질오염도(BOD) - 잠실 1.7ppm 1.6ppm 1.5ppm 환경부 수질측정망 수질측정자료 확인

한강수질오염도(BOD) - 가양 3.3ppm 3.2ppm 3.1ppm 환경부 수질측정망 수질측정자료 확인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건수(합동단속) 연10회 연10회 연10회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실적 확인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건수(시 단독) 매일1회 매일1회 매일1회 상수원오염행위 지도ㆍ단속실적 확인

0107 수질오염사고 예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39,080 261,330 777,750

(X777,750) (X0) (X777,750)

777,750(29-1211-210-301-11) 기타보상금

777,750,000원 = 777,750  ㅇ수상구조물 1개소 이전비 (X77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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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