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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계획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국제협력담당관 3,068 7,107 4,039

전략목표 1: 세계주요도시와의 협력증진 181 181 0

성과목표 1-1: 주요도시와 교류증진 181 181

-자매도시 교류사업 35사업 35사업 35사업 자매도시 교류 파견 및 초정사업 건수 조사

-해외도시 협력망 운영목표 대비 달성률 25개도시 30도시 30도시 해외도시 협력망 운영 실적 조사

-외국공무원초청 목표대비 달성율 5명 5명 5명 연수참가자 도시 및 인원수 조사

전략목표 2: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강화 1,598 4,230 2,632

성과목표 2-1: 2002 Metropolis 서울총회 성공적 개최 157 2,663 2,506

-2002 Metropolis 서울총회 준비 진도 80% 100% Metropolis 서울총회 준비 일정별 추진상황 조사

성과목표 2-2: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역할 증대 250 250

-국제회의 참가회수 20회 20회 25회 국제회의 참가 및 주제발표 등 참가 실적조사

-국제회의 요청대비 지원건수 30/20건 40/25건 40/25건 국제회의 지원건수 조사

성과목표 2-3: 해외주재관 운영 내실화 1,191 1,317 126

국제협력담당관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중소기업 수출,수입상담회 개최 건수 800명/15회 900명/15회 900명/15회 중소기업 수출,수입상담회 개최 실적조사

-서울시정 및 관광홍보 회수 45회 45회 45회 서울시정 및 관광홍보 실적 조사

-해외정보 수집건수 600건 600건 600건 해외정보 수집실적 조사

-중소기업 제품 상품전시 품목 80종 100종 100종 전시품목 실적 조사

전략목표 3: 시민에 대한 국제협력 서비스 제공 152 176 24

성과목표 3-1: 대시민 최신 해외정보 제공 26 30 4

-세계도시현장리포트 발간회수 4회 4회 4회 세계도시현장리포트 발간회수 조사

-국제협력 홈페이지 방문자수 10,000명 10,000명 10,000명 홈페이지 방문 실적 조사

성과목표 3-2: 서울거주 외국인과 우호증진 126 146 20

-전년도 외국인 축제 참가도시 및 인원 22/900 25/1,000 25/1,000 외국인 축제 참여국, 참여인원 조사

-외국인 시정모니터 안건제출 건수 130건 140건 140건 외국인 시정모니터 안건제출 건수 조사

전략목표 9: 일반예산 1,137 2,520 1,383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137 2,520 1,383

국제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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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7,898 7,106,874 4,038,976- 국제협력담당관

전략목표 : 세계주요도시와의 협력증진 181,000 181,000 0

주요도시와 교류증진성과목표 : 181,000 181,000 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자매도시 교류사업 자매도시 교류 파견 및 초정사업 건수 조사35사업 35사업 35사업

해외도시 협력망 운영목표 대비 달성률 해외도시 협력망 운영 실적 조사25개도시 30도시 30도시

외국공무원초청 목표대비 달성율 연수참가자 도시 및 인원수 조사5명 5명 5명

0201 자매도시 교류사업 136,000 146,000 10,000

국외여비(11-2131-122-202-03) 120,000

ㅇ 자매도시 교류사업(파견) 100,000,000원 100,000

ㅇ해외통상 및 관광홍보활동여비 20,000,000원 20,000

외빈초청여비(11-2131-122-202-04) 26,000

  ㅇ자매도시교류사업(초청) 26,000,000원 26,000

0202 해외도시 협력망 운영 20,000 10,000 -10,000

일반운영비(11-2131-122-201-01) 10,000

  ㅇ시정홍보물제공등 10,000,000원*1회 10,000

0203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25,000 25,000

외빈초청여비(11-2131-122-202-04) 25,000

ㅇ 도시공무원 초청연수 5,000,000원*5명 25,000

- 국제협력담당관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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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목표 :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강화 1,597,541 4,229,797 2,632,256

2002 Metropolis 서울총회 성공적 개최성과목표 : 157,000 2,663,051 2,506,051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2002 Metropolis 서울총회 준비 진도 Metropolis 서울총회 준비 일정별 추진상황 조사80% 100%

6106 2002 Metropolis 서울총회 개최 157,000 2,663,051 2,506,051

민간위탁금(11-2131-220-307-05) 2,663,051

  ㅇ2002 Metropolis 서울총회 개최 2,663,051,000원 2,663,051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역할 증대성과목표 : 250,000 250,000 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국제회의 참가회수 국제회의 참가 및 주제발표 등 참가 실적조사20회 20회 25회

국제회의 요청대비 지원건수 국제회의 지원건수 조사30/20건 40/25건 40/25건

0205 국제회의 참가 50,000 50,000

국제부담금(11-2131-421-310-02) 50,000

  ㅇ국제회의부담금 50,000,000원 50,000

0206 국제화재단 참여 및 지원 200,000 200,000

출연금(11-2131-421-306-01) 200,000

  ㅇ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200,000,000원 200,000

- 국제협력담당관   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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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재관 운영 내실화성과목표 : 1,190,541 1,316,746 126,205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중소기업 수출,수입상담회 개최 건수 중소기업 수출,수입상담회 개최 실적조사800명/15회 900명/15회 900명/15회

서울시정 및 관광홍보 회수 서울시정 및 관광홍보 실적 조사45회 45회 45회

해외정보 수집건수 해외정보 수집실적 조사600건 600건 600건

중소기업 제품 상품전시 품목 전시품목 실적 조사80종 100종 100종

0101 북경 서울 문화무역관 운영 472,125 508,945 36,820

일반운영비(11-2131-122-201-01) 97,440

  ㅇ북경문화관 직원임차료 97,440,000원 97,440

민간위탁금(11-2131-220-307-05) 411,505

ㅇ북경서울문화무역관 운영 411,505,000원 411,505

0102 LA 종합홍보센타 운영 331,392 401,406 70,014

일반운영비(11-2131-122-201-01) 401,406

  ㅇLA종합홍보센타운영 401,406

    .운영용품구입등 35,980,000원 35,980

    .개관기념행사 5,000,000원 5,000

    .의료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42,145,000원 42,145

    .서울관 및 주택임차료 184,609,000원 184,609

    .차량유지비 ($3,500+$2,300)*1,400원*1.2 9,744

    .현지보조인력고용 ($3,150+$2,650)*1,400원
*1.2*12

116,928

    .현지보조인력 수당 $200*5일*5명*1,400원 7,000

0103 동경서울사무소운영 265,802 271,055 5,253

일반운영비(11-2131-122-201-01) 271,055

  ㅇ동경서울사무소 운영 271,055

    .운영용품구입등 32,100,000원 32,100

- 국제협력담당관   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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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기념행사 5,000,000원 5,000

    .의료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31,850,000원 31,850

    .사무소 및 직원 주택임차료 160,681,000원 160,681

    .차량유지비 ($3,500+$2,300)*1,400원*1.2 9,744

    .현지보조인력 200,000엔*11원*12월*1.2 31,680

0104 파리주재관운영 56,010 55,876 -134

일반운영비(11-2131-122-201-01) 55,876

  ㅇ파리주재관운영 55,876

    .직원주택임차료 F16,800*12월*200원 40,320

    .의료보험료 및 공공요금 10,650,000원 10,650

    .차량유지비 $292*12월*1,400원 4,906

0105 뉴욕주재관운영 65,212 79,464 14,252

일반운영비(11-2131-122-201-01) 79,464

  ㅇ뉴욕 주재관 운영 79,464

    .직원주택임차료 $2,500*12월*1,400원 42,000

    .의료보험료 및 공공요금 16,800,000원 16,800

    .차량유지비 $2,300*1명*1,400원*1.2 3,864

    .현지보조인력 $2,500*1명*4월*1,400원*1.2 16,800

전략목표 : 시민에 대한 국제협력 서비스 제공 152,000 176,000 24,000

대시민 최신 해외정보 제공성과목표 : 26,000 30,000 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세계도시현장리포트 발간회수 세계도시현장리포트 발간회수 조사4회 4회 4회

국제협력 홈페이지 방문자수 홈페이지 방문 실적 조사10,000명 10,000명 10,000명

- 국제협력담당관   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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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2 해외주재관현장리포트발간 26,000 30,000 4,000

일반운영비(11-2131-122-201-01) 30,000

  ㅇ해외주재관 현장리포트 발간 7,500,000원*4회 30,000

서울거주 외국인과 우호증진성과목표 : 126,000 146,000 2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전년도 외국인 축제 참가도시 및 인원 외국인 축제 참여국, 참여인원 조사22/900 25/1,000 25/1,000

외국인 시정모니터 안건제출 건수 외국인 시정모니터 안건제출 건수 조사130건 140건 140건

6103 지구촌 한마당 축제 120,000 140,000 20,000

일반운영비(11-2131-122-201-01) 5,000

ㅇ 사이버모니터링의회 의견 모음집 발간 5,000,000원*1회 5,000

민간위탁금(11-2131-220-307-05) 135,000

ㅇ 지구촌 한마당 축제 행사 120,000,000원 120,000

ㅇ 사이버토론회 개최 15,000,000원 15,000

6105 명예시민증 수여 6,000 6,000

일반운영비(11-2131-122-201-01) 6,000

  ㅇ명예 시민증 수여 6,000

    .명예시민증 및 메달등 제작 5,000,000원 5,000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수당 1,000,000원 1,000

전략목표 : 일반예산 1,137,357 2,520,077 1,382,720

- 국제협력담당관   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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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예산성과목표 : 1,137,357 2,520,077 1,382,72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9901 인건비 489,932 1,785,881 1,295,949

기본급(11-2131-110-101-01) 589,918

  ㅇ 일반직(22명) 371,373

    . 4급  1,847,500원*1명*12월*1.029 22,813

    . 5급  1,636,700원*5명*12월*1.029 101,050

    . 6급  1,387,400원*9명*12월*1.029 154,185

    . 7급  1,079,700원*7명*12월*1.029 93,325

  ㅇ 기 능 직(4명) 37,938

    . 9급 820,300원*3명*12월*1.029 30,388

    . 10급 611,400원*1명*12월*1.029 7,550

  ㅇ처우개선비 34,792

    .월급제 409,311,000원*0.085 34,792

  ㅇ 기말수당 444,103,000원*1/6 74,018

  ㅇ 정근수당 444,103,000원*1.94/12 71,797

수당(11-2131-110-101-02) 718,491

  ㅇ시간외수당 97,056

    . 일반직 78,953

      - 5급 6,844원*5명*52시간*12월
*1.029

21,973

      - 6급 5,807원*9명*52시간*12월
*1.029

33,558

      - 7급 5,211원*7명*52시간*12월
*1.029

23,422

    . 기능직 10,499

      - 9급 4,187원*3명*52시간*12월
*1.029

8,066

      - 10급 3,788원*1명*52시간*12월
*1.029

2,433

    .처우개선비 7,604

      -월급제 89,452,000원*0.085 7,604

- 국제협력담당관   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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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자녀학비 보조수당 9,754

    . 중학교 176,525원*26명*0.18*4회 3,305

    . 고등학교 310,025원*26명*0.20*4회 6,449

  ㅇ가족수당 17,223

    . 배우자 30,000원*26명*0.80*12월 7,488

    . 기타가족 20,000원*26명*1.56*12월 9,735

  ㅇ장기 근속수당 24,000

    . 25년 이상 130,000원*4명*12월 6,240

    . 20년 - 25년 미만 110,000원*2명*12월 2,640

    . 15년 - 20년 미만 80,000원*7명*12월 6,720

    . 10년 - 15년 미만 60,000원*5명*12월 3,600

    . 5년 - 10년 미만 50,000원*8명*12월 4,800

  ㅇ관리업무수당 24,753,000원*10% 2,476

  ㅇ대우수당 444,103,000원*0.31*0.06 8,261

  ㅇ모범공무원 수당 30,000원*1명*12월 360

  ㅇ인 건 비 559,361

    .해외주재관재외근무수당 305,535

      -뉴욕주재관 $2,046*12월*1,400원 34,373

      -파리주재관 F17,026*12월*200원 40,863

      -동경 (401,181엔+295,159엔)*12월
*11원

91,917

      -북경 ($2,341+$1,949)*12월*1,400원 72,072

      -LA ($2,242+$1,705)*12월*1,400원 66,310

    .가족수당 95,738

      -배우자 305,535,000원*0.25 76,384

      -자녀 $60*16명*12월*1,400원*1.2 19,354

    .자녀학비보조수당 133,056

      -북경,동경,파리 $600*11명*12월*1,400원*1.2 133,056

    .특수지근무수당(북경) ($300+$240)*12월*1,400원 9,072

    .특수지직원생필품구입비(북경) $1,200*2명*1,400원 3,360

    .부임직원정착지원금(북경,동경,뉴욕,파리
))

($2,000*3명)*1,400원
+($3,000*1명)*1,400원

12,600

기타직보수(11-2131-110-101-03) 125,837

  ㅇ 계약직(4명) 125,837

    . 급여 100,661

      - 다급 29,047,000원*1명*1.0275 29,846

      - 라급 24,884,000원*2명*1.0275 51,137

      - 마급 19,151,000원*1명*1.0275 19,678

    .  처우개선비 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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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100,661,000원*0.0791 7,963

    .  수당 17,213

      - 시간외 근무수당 14,287

       =계약직 108,624,000원
/12*0.6*0.5*1.5/192*52시간
*12월

13,239

       =처우개선비 13,239,000원*0.0791 1,048

      - 가족수당 2,218

        = 배우자 30,000원*0.7*4명*12월 1,008

        = 기타가족 20,000원*1.26*4명*12월 1,210

      - 자녀학비 보조수당 708

        = 중학교 176,525원*0.11*4명*4회 311

        = 고등학교 310,025원*0.08*4명*4회 397

복리후생비(11-2131-110-204-01) 216,824

  ㅇ정액급식비 80,000원*30명*12월 28,800

  ㅇ교통비 100,000원*26명*12월 31,200

  ㅇ명절휴가비 444,103,000원*1/12*100% 37,009

  ㅇ연가보상금 27,293

    .월급제 444,103,000원*1/12*1/24*20일
*0.78

24,056

    .계약제 108,624,000원
*0.55*1/12*1/24*20일*0.78

3,237

  ㅇ가계지원비 444,103,000원*1/12*250% 92,522

포상금(11-2131-110-303-01) 20,355

  ㅇ성과상여금 444,103,000원*1/12*0.55 20,355

연금부담금(11-2131-110-304-01) 96,360

  ㅇ 연금 부담금 72,789

    .월급제 613,918,000원*10.5% 64,462

    .계약직 108,624,000원*0.73*10.5% 8,327

  ㅇ 퇴직수당 21,491

    .월급제 613,918,000원*3.1% 19,032

    .계약직 108,624,000원*0.73*3.1% 2,459

  ㅇ재해보상부담금 2,080

    .월급제 613,918,000원*0.3% 1,842

    .계약직 108,624,000원*0.73*0.3% 238

의료보험금(11-2131-110-304-02) 18,096

  ㅇ 의료보험 부담금 18,096

    .월급제 955,795,000원*1.7% 16,249

    .계약직 108,624,000원*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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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 기본경비 647,425 734,196 86,771

일반운영비(11-2131-121-201-01) 124,116

ㅇ공통기본경비 29,370

 .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33명)+(3,000원*5명
)

345

 .기본사무용 종이류구입 30,000원*38명 1,140

 .소규모 수선비 5,000원*38명 190

 .행정장비수리비(복사기4, 프린터 10) 400,000원*14대 5,600

 .도서구입비 50,000원*5팀 250

 .사무용품 수리비 12,725,000원 12,725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40,000원*38명 9,120

ㅇ 기타업무추진급량비 3,000,000원 3,000

ㅇ교류사업관련홍보물 팜플렛제작 15,000,000원 15,000

ㅇ필름, 사진등 소모품 5,746,000원 5,746

ㅇ외국도서 및 자료구입 6,000,000원 6,000

ㅇ해외 우편발송 등(DHL) 15,000,000원 15,000

ㅇ통.번역료(감수포함) 10,000,000원 10,000

ㅇ직원 외국어 교육강좌료 500,000원*12월 6,000

ㅇ업무계획보고서 등 발간 15,000,000원 15,000

ㅇ데이타베이스 운영비 5,000,000원 5,000

ㅇ앙카라하우스운영및관리 14,000

 .운영및관리 5,000,000원 5,000

 .일시사역인부임 9,000,000원 9,000

국내여비(11-2131-121-202-01) 17,46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420,000원*38명 15,96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1,500,000원 1,500

국외여비(11-2131-121-202-03) 45,000

  ㅇ회의참석,자료수집등 공무국외출장여비 45,000,000원 45,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11-2131-121-203-01) 3,220

ㅇ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20,000원*1명 3,2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2131-121-203-03) 468,000

ㅇ해외주재관 업무추진비 78,100,000원 78,100

ㅇ자매도시 교류사업 40,000,000원 40,000

ㅇ대도시시장및주요인사초청경비 30,000,000원 30,000

ㅇ세계한인회워크샵등지원 14,000,000원 14,000

ㅇ육성장병예우행사 5,000,000원*1회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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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컨벤션 유치지원활동 70,000,000원 70,000

ㅇ세계주요도시등 방문활동 10,000,000원 10,000

ㅇ해외도시 협력사업추진 50,000,000원 50,000

ㅇ지구촌한마당축제개최 3,500,000원 3,500

ㅇ외국인시정모니터간담회 2,500,000원*4회 10,000

ㅇ2002월드컵, 메트로 해외 인사 방문 40,000,000원 40,000

ㅇ주한외국기관관련 업무추진 2,500,000원*4회 10,000

ㅇ울란바타르 서울의거리 지원 5,000,000원 5,000

ㅇ서울관투자유치설명회등 운영추진비 54,000

 .북경 4,500,000원*4회 18,000

 .LA 4,500,000원*4회 18,000

 .동경 4,500,000원*4회 18,000

ㅇ기념품제작및 구입비 30,000,000원 30,000

ㅇ국제관계자문대사 운영 700,000원*12월 8,400

ㅇ해외입양인 초청행사 10,000,000원 10,000

기타업무추진비(11-2131-121-203-04) 73,020

  ㅇ직책급 업무 추진비 9,780

    .4급 (보조기관) 315,000원*1명*12월 3,780

    .5급 (보조기관) 100,000원*5명*12월 6,000

  ㅇ 직급 보조비 51,000

    . 4급 300,000원*1명*12월 3,600

    . 5급 200,000원*5명*12월 12,000

    . 6급 130,000원*10명*12명 15,600

    . 7급 120,000원*7명*12월 10,080

    . 9급 90,000원*3명*12월 3,240

    . 10급 80,000원*1명*12월 960

    . 계약직 (다등급) 130,000원*1명*12월 1,560

    . 계약직 (라등급) 120,000원*2명*12월 2,880

    . 계약직 (마등급) 90,000원*1명*12월 1,080

  ㅇ 대민활동비 30,000원*24명*12월 8,640

  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원*1과*12월 3,600

일시사역인부임(11-2131-121-206-02) 3,380

ㅇ저소득자녀 부업 13,000원*1명*260일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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