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7-31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일반회계 9,845,902,005 1,959,4169,843,942,589

    300  지방교부세 975,300 227,000748,300

      310  지방교부세 975,300 227,000748,300

        311  지방교부세 975,300 227,000748,300

        01  지방교부세 975,300 227,000748,300

  ㅇ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 127,000

    .화하구조장비 등 보강 170,000,000원 * 50% 85,000

    .긴급구조훈련경비 4,000,000원 * 21서 * 50% 42,000

 ㅇ소방방재본부 방재기획과 100,000

    .시민안전봉사자교육 30,000,000원 * 50% 15,000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132,000,000원 * 50% 66,000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 38,000,000원 * 50% 19,000

    600  보조금 493,700,947 1,732,416491,968,531

      610  국고보조금등 493,700,947 1,732,416491,968,531

        611  국고보조금등 493,700,947 1,732,416491,968,531

        01  국고보조금 등 493,700,947 1,732,416491,968,531

  ㅇ사회과 110,000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운영비 110,000,000 * 1개소 110,000

 ㅇ농수산유통과 210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210,000원 210

 ㅇ문화과 400,000

    .은평구 갈현1동 문화의 집 200,000,000원 200,000

    .송파구 거여2동 문화의 집 200,000,000원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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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과                  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증   감기정예산액예 산 액

 ㅇ문화재과 179,250

    .중요목조문화재 방충사업 179,250,000원 179,250

 ㅇ공원과 468,780

    .산림병해충 방재 468,780,000원 468,780

 ㅇ청소과 480,000

    .2004년 양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480,000,000원 480,000

 ㅇ토지관리과 94,176

    .지적불부합지정리시험사업 94,176,000원 9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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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복지여성국 1,592,841,641 1,592,731,641 110,000

(X475,689,556) (X475,579,556) (X110,000)

민간참여의 사회복지체계 인프라강화전략목표 : 46,302,171 46,192,171 110,000

(X153,586) (X43,586) (X110,000)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성과목표 : 45,126,801 45,016,801 110,000

(X110,000) (X0) (X11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79% 81% 82% 이용자 만족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특화 11개소 13개소 15개소 특화실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2개소 93개소 95개소 확충실적

021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110,000 0 110,000

(X110,000) (X0) (X110,000)

110,000(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10,000,000원 * 1개소 = 110,000  ㅇ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운영비 (X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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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여성국



2004-07-31

산업국 291,046,069 291,045,859 210

(X27,028,315) (X27,028,105) (X210)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131,946,103 131,945,893 210

(X1,761,593) (X1,761,383) (X210)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유통지원성과목표 : 6,728,956 6,728,746 210

(X1,701,593) (X1,701,383) (X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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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 농업전문인력 육성 443,710 443,500 210

(X10,178) (X9,968) (X210)

210(11-3112-210-301-09) 행사실비보상금

210,000원 = 210  ㅇ농업인 교육훈련 (X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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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2004-07-31

문화국 293,703,738 293,124,488 579,250

(X33,726,722) (X33,147,472) (X579,250)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전략목표 : 93,117,630 92,717,630 400,000

(X8,692,000) (X8,292,000) (X400,000)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성과목표 : 82,261,796 81,861,796 400,000

(X6,136,000) (X5,736,000) (X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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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3 문화의집 조성 400,000 0 400,000

(X400,000) (X0) (X400,000)

400,000(11-211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00원 = 200,000  ㅇ은평구 갈현1동 문화의 집 (X200,000)

200,000,000원 = 200,000  ㅇ송파구 거여2동 문화의 집 (X200,000)

역사와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전략목표 : 31,702,699 31,523,449 179,250

(X17,953,512) (X17,774,262) (X179,25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26,592,626 26,413,376 179,250

(X17,419,320) (X17,240,070) (X17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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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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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1,750 7,292,500 179,250

(X4,982,250) (X4,803,000) (X179,250)

179,250(11-211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79,250,000원 = 179,250  ㅇ중요목조문화재 방충사업 (X17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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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국



2004-07-31

환경국 634,682,406 633,733,626 948,780

(X39,888,163) (X38,939,383) (X948,780)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전략목표 : 102,630,879 102,150,879 480,000

(X19,510,000) (X19,030,000) (X480,000)

폐기물 안전한처리성과목표 : 92,601,284 92,121,284 480,000

(X17,419,000) (X16,939,000) (X48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폐형광등 분리 수거량 6,000천개 6,500천개 7,000천개 분리수거량 측정

폐건전지 분리수거량 100톤 100톤 100톤 분리수거량 측정

자원회수시설 가동율 26% 38% 100% 자원회수시설 가동실적 확인

0513 양천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지원 480,000 0 480,000

(X480,000) (X0) (X480,000)

480,000(11-2224-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80,000,000원 = 480,000  ㅇ2004년 양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 (X480,000)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전략목표 : 437,622,019 437,153,239 468,780

(X18,287,913) (X17,819,133) (X468,780)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성과목표 : 13,386,687 12,917,907 468,780

(X1,931,649) (X1,462,869) (X468,78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가로 녹시율 9.0% 9.8% 10.9% 시정개발연구원 기본과제 수행결과

녹지관리 실명제 참여 인원수 2,300명 2,400명 2,500명 녹지관리 실명제 참여 인원수

0204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699,902 1,231,122 468,780

(X1,280,609) (X811,829) (X468,780)

37,040(11-2231-210-206-01) 재료비

37,040,000원 = 37,040  ㅇ산림병해충방제 약제비 (X37,040)

431,740(11-223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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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431,740,000원 = 431,740  ㅇ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자치구) (X4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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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국



2004-07-31

소방방재본부 353,509,277 353,282,277 2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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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구조 · 구급능력강화전략목표 : 3,459,642 3,332,642 127,000

(X815,312) (X815,312)  

인명구조·구급능력의 향상성과목표 : 3,118,682 2,991,682 127,000

(X644,832) (X644,83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구조기법의 질적 향상도 41명 64명 87명 구조대원 교육 실적

구급의 효과성 제로화(0%) 제로화(0%) 제로화(0%) 구급실적(초기처치 지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함

전년대비 자격자 확보율 5%증가 5%증가 5%증가 전년대비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자수 확인

0301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3,034,682 2,949,682 85,000

(X644,832) (X644,832)  

85,000(11-421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85,000  ㅇ화학구조장비 등 보강  

5,350,000원 * 20벌 * 50% = 53,500    .화학보호복  

4,000,000원 * 6벌 * 50% = 12,000    .방사선보호복  

1,700,000원 * 10개 * 50% = 8,500    .누출방지본드  

11,000,000원 * 2대 * 50% = 11,000    .충전식유압장비  

0302 긴급구조훈련 및 수방대책상황실 운영 84,000 42,000 42,000

42,000(11-4211-122-201-01) 일반운영비

4,000,000원 * 21서 * 50% = 42,000  ㅇ긴급구조훈련경비  

시민 자율 방재능력 향상전략목표 : 3,736,593 3,636,593 100,000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성과목표 : 2,642,120 2,542,1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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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방재본부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재난 교육 ·훈련의 효과성 0.2%증가 0.2%증가 0.2%증가 교육실적

시민안전체험관 활용률 5만명 10%증가 이용 증가율

0510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100,000 0 100,000

100,000(11-4214-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0,000원 * 50% = 15,000  ㅇ시민안전봉사자교육  

132,000,000원 * 50% = 66,000  ㅇ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38,000,000원 * 50% = 19,000  ㅇ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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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방재본부



2004-07-31

도시계획국 431,479,225 431,385,049 94,176

(X5,881,176) (X5,787,000) (X94,176)

도시정보 기반의 강화전략목표 : 474,814 380,638 94,176

(X94,176) (X0) (X94,176)

도시 및 지적정보의 체계적 관리성과목표 : 474,814 380,638 94,176

(X94,176) (X0) (X94,17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서전산화 추진율 100% 문서전산화 계획대비 추진율

토지대장과 지적도 일제조사 추진율 3,138필지 130,000필지 지번체계 변경 등 정리 여부

지적측량기준점 표고(고도)구축사업 추진율 4,000점 4,000점 공간좌표(표고) 구축 여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추진율 80% 100% 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여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450개소 450개소 450개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 여부

0509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 94,176 0 94,176

(X94,176) (X0) (X94,176)

94,176(11-2423-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94,176,000원 = 94,176  ㅇ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 (X9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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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