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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계획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기획예산실 25,715 23,755 -1,960

전략목표 1: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361 412 51

성과목표 1-1: 적정한 업무계획 수립을 통한 시정 조정 124 136 12

-시정계획수립의 적정도 80%이상 추진 85%이상 추진 업무계획의 사업항목의 추진여부 확인

-시정업무계획의 홍보정도 20%이상 홍보 30%이상 홍보 업무계획의 항목건수와 홍보 및 보도건수 대비

성과목표 1-2: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시정의 효율적 추진 223 261 38

-의원요구자료 적기 제출 적정도 위반율 5%이하 위반율 5%이하 요구자료건수와 제출건수 대비

-조례 등 안건 처리율 전년대비 3%향상 전년대비 3%향상 안건처리율 확인

성과목표 1-3: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15 15

-상정안건의 합의율 70% 80% 85% 상정안건과 합의안건 대비

전략목표 2: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1,064 1,210 146

성과목표 2-1: 성과계획서 심사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촉진

-문제사업 적절 대안 제시건수 52건 60건 65건 대안제시 건수 확인

기획예산실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대안제시에 대한 반영율 40% 50% 60% 대안제시에 대한 반영율 확인

-시정역점사업 수시 집중평가 시행건수 20건 25건이상 30건이상 평가 시행건수 확인

-성과계획서 평가모델 외부기관 호응도 긍정보도 60%이상 긍정보도 65%이상 언론보도사례분석, 전문가평가, 타시도 벤치마킹사례 확인

성과목표 2-2: 목표관리를 통한 실·국별 책임경영제 정착 150 -150

-목표관리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된 정도 75% 80% 85%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성과계획서상 핵심적 업무 목표설정 정도 80% 85% 90% 주요업무 반영비율 확인

성과목표 2-3: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914 1,210 296

-전체 종합만족도 향상 정도 64점 65점 66점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시민만족도 조사분야 확대 정도 26개분야 28개분야 30개분야 시민만족도 조사분야 확인

전략목표 3: 조직진단과 제도개혁을 통한 조직혁신 19,745 10,821 -8,924

성과목표 3-1: 합리적인 조직운영 70 70

-조직진단 시행 1회 조직진단 시행결과

성과목표 3-2: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발굴로 지방이양 촉진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확대 12% 15% 15%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률 확인

성과목표 3-3: 공무원 제안 및 시민창안제도의 내실 운영 38 33 -5

기획예산실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제안접수 및 심사실적 150건 150건 155건 접수건수 및 심사건수 확인

성과목표 3-4: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관리대상위원회 50개이내 관리·운영 50개 50개이내 50개이내 관리위원회 축소개수

-여성위원 위촉율 30% 30%이상 30%이상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인

-시민단체 위원위촉율 20% 20% 20% 시민단체 위원회 참여비율 확인

성과목표 3-5: 시정연구기능 적극활용 19,707 10,718 -8,989

-연구결과물의 시정반영 건수 10건이상 15건이상 연구결과물 시정반영건수 조사

-시정개발연구원 청사건립 공정율 5.6% 100% 계획대비 실적 확인

전략목표 4: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산운용 1,267 464 -803

성과목표 4-1: 성과주의 예산체제 정착 1,103 464 -639

-예산편성권 위임확대 기본경비 기본경비+기본사업비기본경비+기본사업비 총예산액 대비 실·국장 예산 자율편성규모 확인

-성과평가결과 예산반영율 20% 25% 목표미달사업 예산미반영 비율

-재정정보시스템 만족도 70% 80% 실·국사용자 만족도 조사

-투자심사결과 예산반영율 93% 95% 96% 적결판정상업 예산반영율 확인

성과목표 4-2: 부채의 효율적 관리

-기준 채무상환비율 20%이하 20%이하 행자부 지방채발행 승인기준 적용

-지하철부채규모 감축 실적 50,351억원 48,735억원 46,870억원 부채감축 실적

기획예산실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성과목표 4-3: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기금사업비 집행율 74.3% 75% 75.5%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실적

성과목표 4-4: 투자기관 경영 효율화 164 -164

-예산지침 및 결산결과 지적사항 시행조치
이행율

84% 85% 90% 예산편성 또는 결산승인시 이행여부 확인

-투자기관 경영평가 나급이상 유지 4개기관 5개기관 5개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인

전략목표 5: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 권리구제 확대 1,847 2,227 380

성과목표 5-1: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 및 불합리한 법규 지속정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대비 보류·수정
안건비율 축소

8% 8% 7.8% 심의결과 자료 조사

-자치법규  정비비율 제고 90% 90% 90% 발굴 및 정비건수 조사

성과목표 5-2: 자치법규 온라인 서비스 강화 20 20

-자치법규 자료입력기간 단축 1주일이내 6일이내 6일이내 공포일 및 기재대장 조사

-온라인 서비스이용자 확대 강화 170건/일평균 200건/일평균 250건/일평균 홈페이지 접속방문자수 조사

성과목표 5-3: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 45 45

-행정심판 법정재결기간 준수율 94.4% 97% 98% 행정심판 접수 및 재결일 조사

기획예산실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무료법률상담 이용시민 만족도 80% 80% 80% 설문조사후 만족도평가

성과목표 5-4: 소송업무 관리 강화 1,782 2,162 380

-소송승소율 82% 82% 82% 소송판결결과 조사

전략목표 9:  일반예산 1,431 8,622 7,191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431 8,622 7,191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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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15,320 23,755,349 -1,959,971- 기획예산실

전략목표 :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361,370 411,630 50,260

적정한 업무계획 수립을 통한 시정 조
정

성과목표 : 123,700 135,700 1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시정계획수립의 적정도 업무계획의 사업항목의 추진여부 확인80%이상 추진 85%이상 추진

시정업무계획의 홍보정도 업무계획의 항목건수와 홍보 및 보도건수 대비20%이상 홍보 30%이상 홍보

0305 시정운영 기본,단기계획 수립조정 123,700 135,700 12,000

일반운영비(11-1211-122-201-01) 135,700

  ㅇ시정운영기본,단기계획수립.조정 135,700

    .단기계획수립 20회*700,000원 14,000

    .시정계획홍보 10회*4,000,000원 40,000

    .지시사항관리 50회*194,000원 9,700

    .회의자료 12월*6,000,000원 72,000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시정의 효율적
추진

성과목표 : 222,670 260,930 38,26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의원요구자료 적기 제출 적정도 요구자료건수와 제출건수 대비위반율 5%이하 위반율 5%이하

조례 등 안건 처리율 안건처리율 확인전년대비 3%향상 전년대비 3%향상

0301 대의회지원업무 추진 41,660 49,660 8,000

- 기획예산실   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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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운영비(11-1211-122-201-01) 49,660

  ㅇ대의회지원업무추진 49,660

    .국정감사자료 1회*18,500,000원 18,500

    .행정사무감사자료 1회*11,160,000원 11,160

    .업무보고,요구자료결과 등 1식*20,000,000원 20,000

0303 의정회 지원 181,010 211,270 30,260

민간경상보조(11-1211-220-307-02) 211,270

ㅇ서울특별시 의정회 지원 211,270,000*1식 211,270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성과목표 : 15,000 15,000 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상정안건의 합의율 상정안건과 합의안건 대비70% 80% 85%

0302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추진 15,000 15,000

일반운영비(11-1211-122-201-01) 15,000

  ㅇ광역행정업무추진 1,500,000원*10회 15,000

전략목표 :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1,064,100 1,210,460 146,360

목표관리를 통한 실·국별 책임경영제
정착

성과목표 : 150,000 0 -1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목표관리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된 정도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75% 80% 85%

성과계획서상 핵심적 업무 목표설정 정도 주요업무 반영비율 확인80% 85% 90%

- 기획예산실   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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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를 통한 시민만족
도 제고

성과목표 : 914,100 1,210,460 296,36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전체 종합만족도 향상 정도 시민만족도 조사결과64점 65점 66점

시민만족도 조사분야 확대 정도 시민만족도 조사분야 확인26개분야 28개분야 30개분야

0201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실시 904,100 1,129,460 225,360

일반운영비(11-1212-122-201-01) 147,460

  ㅇ시민평가제 운영 147,460

    .지침 및 평가보고서 인쇄 등 107,400,000원*1식 107,400

    .전문여론기관모집 공고료 1식*10,560,000원 10,560

    .시민평가단 운영 50,000원*17명*30분야 25,500

    .회의자료, 시책자료 송부 등 4,000,000원*1식 4,000

기타보상금(11-1212-122-301-11) 20,000

  ㅇ시민평가 민간우수기관 시상금 2,000,000원*10개분야 20,000

포상금(11-1212-122-303-01) 20,000

  ㅇ시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4,000,000원*5개분야 20,000

전산개발비등(11-1212-220-207-02) 30,000

  ㅇ시민평가 웹사이트 구축 30,000,000원*1식 30,000

민간위탁금(11-1212-220-307-05) 912,000

  ㅇ시민만족도 조사 외부위탁 20,000원*1,500명*30개분야 900,000

  ㅇ추가분야 평가지표 개발 3,000,000원*4개분야 12,000

0208 서울시정 MVP 선정 10,000 71,000 61,000

일반운영비(11-1212-122-201-01) 10,000

  ㅇ보고서 및 설문조사표 인쇄 8,000,000원*1식 8,000

  ㅇ설문지 우송 등 2,000,000원*1식 2,000

포상금(11-1212-122-303-01) 51,000

  ㅇ 포상금 45,000,000원*1식 51,000

    . 종합MVP 포상금 15,000,000원*1식 15,000

    . 8개 부문별 MVP포상금 4,500,000원*8개부문 36,000

- 기획예산실   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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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금(11-1212-220-307-05) 10,000

  ㅇ설문조사 외부위탁 10,000,000원*1식 10,000

0215 서울정책인대상 시상 10,000 10,000

민간위탁금(11-1212-220-307-05) 10,000

ㅇ서울정책인대상 위탁사업비 10,000,000원 10,000

전략목표 : 조직진단과 제도개혁을 통한 조직혁
신

19,745,298 10,821,238 -8,924,060

합리적인 조직운영성과목표 : 0 70,000 7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조직진단 시행 조직진단 시행결과1회

0214 조직진단 70,000 70,000

학술용역비(11-1213-220-207-01) 70,000

  ㅇ조직진단 외부용역 70,000,000원*1식 70,000

공무원 제안 및 시민창안제도의 내실
운영

성과목표 : 38,200 33,000 -5,2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제안접수 및 심사실적 접수건수 및 심사건수 확인150건 150건 155건

0206 공무원제안 및 시민창안제도 운영 38,200 33,000 -5,200

일반운영비(11-1213-122-201-01) 7,000

  ㅇ제안제도 운영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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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제안·창안 회의자료 5,000,000원*1식 5,000

    .시민창안 심사 500,000원*1식 500

    .시정연구논문 심사 1,500,000원*1식 1,500

기타보상금(11-1213-122-301-11) 6,000

  ㅇ시민창안입상자 시상금 6,000

    .시민창안 입상자 시상금 3,000,000원*1식 3,000

    .시민연구논문 입상자 시상 3,000,000원*1식 3,000

포상금(11-1213-122-303-01) 20,000

  ㅇ공무원제안 입상자시상금 17,000,000원*1식 17,000

  ㅇ시정연구논문 입상자 시상금 3,000,000원*1식 3,000

시정연구기능 적극활용성과목표 : 19,707,098 10,718,238 -8,988,86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연구결과물의 시정반영 건수 연구결과물 시정반영건수 조사10건이상 15건이상

시정개발연구원 청사건립 공정율 계획대비 실적 확인5.6% 100%

0202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7,500,000 7,927,000 427,000

출연금(11-1213-421-306-01) 7,927,000

  ㅇ시정개발연구원출연금 7,927,000,000원 7,927,000

0207 종합자료관 운영 383,098 406,238 23,140

일반운영비(11-1213-122-201-01) 300,306

  ㅇ을지로별관 청사관리 300,306

    .청사시설물 위탁관리 14,700,000원*12월 176,400

    .청사 유지보수비 31,500,000원*1년 31,500

    .종합자료관 운영 300,000원*12월 3,600

    .공공요금 등 72,366,000원 72,366

    .주전산기 유지관리 16,440,000원 16,440

공익근무요원보상금(11-1213-122-301-08) 4,932

  ㅇ공익근무요원보수 20,650원*12월*3명 744

  ㅇ중식비 75,000원*12월*3명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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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교통비 30,000원*12월*3명 1,080

  ㅇ피복비 408,000원*1명 408

도서구입비(11-1213-122-405-02) 50,000

  ㅇ종합자료관 도서구입 10,000원*5,000권 50,000

시설비(11-1213-220-401-01) 39,000

  ㅇ자료분실방지시스템 39,000

    .감지시스템 설치 10,000,000원*2대 20,000

    .감응인식제거.재생기 3,500,000원*2대 7,000

    .감응표 120원*100,000권 12,000

자산및물품취득비(11-1213-220-405-01) 12,000

  ㅇ종합자료관 도서서가구입 600,000원*20대 12,000

0209 시정시책연구용역 50,000 50,000

학술용역비(11-1213-220-207-01) 50,000

  ㅇ시정시책 연구용역 50,000,000원 50,000

0304 시정개발연구원 청사건립 11,774,000 2,335,000 -9,439,000

시설비(11-1213-220-401-01) 2,237,000

  ㅇ시정개발연구원 신축 2,237,000

    .공사비 2,237,000,000원*1식 2,237,000

감리비(11-1213-220-401-02) 96,000

  ㅇ시정개발연구원 신축 96,000,000D원*1식 96,000

시설부대비(11-1213-220-401-03) 2,000

  ㅇ시정개발연구원 신축 2,000,000원*1식 2,000

전략목표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산운용 1,266,700 463,700 -803,000

성과주의 예산체제 정착성과목표 : 1,102,800 463,700 -63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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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예산편성권 위임확대 총예산액 대비 실·국장 예산 자율편성규모 확인기본경비 기본경비+기본사업비 기본경비+기본사업비

성과평가결과 예산반영율 목표미달사업 예산미반영 비율20% 25%

재정정보시스템 만족도 실·국사용자 만족도 조사70% 80%

투자심사결과 예산반영율 적결판정상업 예산반영율 확인93% 95% 96%

0210 성과주의 예산 시행 400,000 163,700 -236,300

일반운영비(11-1214-122-201-01) 20,000

  ㅇ재정정보시스템 자료입력 등 20,000,000원*1식 20,000

전산개발비등(11-1214-220-207-02) 60,000

  ㅇ재정정보시스템 S/W구입·개발비 60,000,000원*1식 60,000

자산및물품취득비(11-1214-220-405-01) 83,700

  ㅇ재정정보시스템 H/W구입비 73,700,000원*1식 73,700

  ㅇLCD프로젝터 구입비 10,000,000원*1식 10,000

0212 예산절약성과금 700,000 300,000 -400,000

포상금(11-1214-122-303-01) 300,000

  ㅇ예산절약성과금 300,000,000원 300,000

투자기관 경영 효율화성과목표 : 163,900 0 -163,9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예산지침 및 결산결과 지적사항 시행조치 이행율 예산편성 또는 결산승인시 이행여부 확인84% 85% 90%

투자기관 경영평가 나급이상 유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인4개기관 5개기관 5개기관

전략목표 :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
권리구제 확대

1,846,840 2,226,519 37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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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온라인 서비스 강화성과목표 : 20,000 20,000 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자치법규 자료입력기간 단축 공포일 및 기재대장 조사1주일이내 6일이내 6일이내

온라인 서비스이용자 확대 강화 홈페이지 접속방문자수 조사170건/일평균 200건/일평균 250건/일평균

0103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 20,000 20,000

일반운영비(11-1215-122-201-01) 20,000

  ㅇ법령 정보이용료 20,000,000원 20,000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성과목표 : 45,000 45,000 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행정심판 법정재결기간 준수율 행정심판 접수 및 재결일 조사94.4% 97% 98%

무료법률상담 이용시민 만족도 설문조사후 만족도평가80% 80% 80%

0104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45,000 45,000

일반운영비(11-1215-122-201-01) 45,000

  ㅇ무료법률상담변호사 수임료 30,000원*5시간*300일 45,000

소송업무 관리 강화성과목표 : 1,781,840 2,161,519 379,679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소송승소율 소송판결결과 조사82% 8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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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민사,행정소송 수행 1,781,840 2,161,519 379,679

일반운영비(11-1215-122-201-01) 1,479,199

  ㅇ소송공탁금 5,000,000원*2건 10,000

  ㅇ소송비용(착수금,사례금,인지대등) 1,455,699,000원 1,455,699

  ㅇ소송수행활동비 13,500

    .행정소송 30,000원*200건 6,000

    .민사소송 30,000원*250건 7,500

기타보상금(11-1215-122-301-11) 119,320

  ㅇ입법.법률고문료 220,000원*33면*12월 87,120

  ㅇ법률자문료 110,000원*260건 28,600

  ㅇ대책회의 참석수당 300,000원*12회 3,600

포상금(11-1215-122-303-01) 63,000

  ㅇ소송심급별 승소포상금 100,000원*80건 8,000

  ㅇ승소 인센티브 55,000

    .일반사건 250,000원*160건 40,000

    .특별사건 1,500,000원*10건 15,000

배상금등(11-1215-421-305-01) 500,000

  ㅇ배상금 25,000,000원*20건 500,000

전략목표 :  일반예산 1,431,012 8,621,802 7,190,790

일반예산성과목표 : 1,431,012 8,621,802 7,190,79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9901 인건비 6,691,990 6,691,990

기본급(11-1211-110-101-01) 3,646,597

  ㅇ 일반직(140명) 2,3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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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  1,847,500원*1.029*5명*12월 114,065

    . 5급  1,636,700원*1.029*25명*12월 505,250

    . 6급  1,387,400원*1.029*65명*12월 1,113,555

    . 7급  1,079,700원*1.029*45명*12월 599,947

  ㅇ 기 능 직(19명) 197,359

    . 6급 1,387,400원*1.029*1명*12월 17,132

    . 7급 1,208,300원*1.029*1명*12월 14,921

    . 8급 1,063,600원*1.029*2명*12월 26,267

    . 9급 820,300원*1.029*10명*12월 101,291

    . 10급 611,400원*1.029*5명*12월 37,748

  ㅇ 처우개선분(159명) 215,066

    .일반직(140명) 2,332,817,000원*0.085 198,290

    .기능직(19명) 197,358,000원*0.085 16,776

  ㅇ 기말수당 2,745,241,000원*1/12*200% 457,541

  ㅇ 정근수당 2,745,241,000원*1.94*1/12 443,814

수당(11-1211-110-101-02) 997,047

  ㅇ 시간외수당 602,081

    . 일반.별정 502,795

      - 5급 6,844원*1.029*25명*52시간*12
월

109,863

      - 6급 5,807원*1.029*65명*52시간*12
월

242,363

      - 7급 5,211원*1.029*45명*52시간*12
월

150,569

    . 기능직 52,118

      - 6급 5,807원*1.029*1명*52시간*12
월

3,729

      - 7급 5,211원*1.029*1명*52시간*12
월

3,346

      - 8급 4,669원*1.029*2명*52시간*12
월

5,996

      - 9급 4,187원*1.029*10명*52시간*12
월

26,885

      - 10급 3,788원*1.029*5명*52시간*12
월

12,162

    .처우개선분(154명) 554,913,000원*0.085 47,168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59,645

    . 중학교 176,525원*159명*0.18*4회 20,209

    . 고등학교 310,025원*159명*0.20*4회 39,436

  ㅇ 가족수당 105,322

    . 배우자 30,000원*159명*0.80*12월 4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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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가족 20,000원*159명*1.56*12월 59,530

  ㅇ 정근수당가산금 157,440

    . 25년 이상 130,000원*33명*12월 51,480

    . 20년 - 25년 미만 110,000원*20명*12월 26,400

    . 15년 - 20년 미만 80,000원*34명*12월 32,640

    . 10년 - 15년 미만 60,000원*41명*12월 29,520

    . 5년 - 10년 미만 50,000원*29명*12월 17,400

  ㅇ 기술업무수당 310,000원*12월 3,720

  ㅇ 관리업무 수당 114,065,000원*1.085*10% 12,377

  ㅇ 대우수당 2,745,241,000원*0.31*0.06 51,062

  ㅇ 모범공무원 수당 30,000원*9명*12월 3,240

  ㅇ 전산업무수당 180,000원*12월 2,160

복리후생비(11-1211-110-204-01) 1,292,838

  ㅇ정액급식비 80,000원*159명*12월 152,640

  ㅇ교통보조비 100,000원*159명*12월 190,800

  ㅇ명절휴가비 2,745,241,000원*1/12*100% 228,771

  ㅇ연가보상금 2,745,241,000원*1/12*1/24*20
일*0.78

148,701

  ㅇ가계지원비 571,926

    .일반대상자 2,745,241,000원*1/12*250% 571,926

포상금(11-1211-110-303-01) 125,824

  ㅇ 성과상여금 2,745,241,000원*1/12*55% 125,824

연금부담금(11-1211-110-304-01) 528,763

  ㅇ 연금부담금 3,804,035,000원*10.5% 399,424

  ㅇ 퇴직수당 3,804,035,000원*3.1% 117,926

  ㅇ 재해보상부담금 3,804,035,000원*0.3% 11,413

의료보험금(11-1211-110-304-02) 100,921

  ㅇ 의료보험 부담금 5,936,477,000원*1.7% 100,921

9902 기본경비 1,431,012 1,929,812 498,800

일반운영비(11-1211-121-201-01) 94,832

  ㅇ공통기본경비 58,832

    .기본사무용품 5,737

      -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142명+3,000원*19명 1,477

      -기본사무용종이 30,000원*142명 4,260

    .도서구입비 50,000원*25팀 1,250

    .수선비 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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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수선비 5,000원*161명 805

      -행정장비수리비(프린터,복사기) 400,000원*31대 12,400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40,000*161명 38,64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36,000,000원 36,000

국내여비(11-1211-121-202-01) 87,62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420,000원*161명 67,62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20,000,000원 20,000

국외여비(11-1211-121-202-03) 30,000

  ㅇ회의참석, 자료수집 등 공무국외출장여비 30,000,000원 30,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11-1211-121-203-01) 47,100

  ㅇ1급 22,000,000원*1명 22,000

  ㅇ2급 9,000,000원*1명 9,000

  ㅇ4급 3,220,000원*5명 16,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1211-121-203-03) 112,000

  ㅇ 기획조정업무추진 3,500,000원*12회 42,000

  ㅇ 시정기본계획수립업무추진 1,500,000원*10회 15,000

  ㅇ 의회협력업무추진 1,500,000원*12회 18,000

  ㅇ 광역행정업무추진 1,750,000원*4회 7,000

  ㅇ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 3,000,000원*10회 30,000

기타업무추진비(11-1211-121-203-04) 389,640

  ㅇ직책급업무추진비 48,900

    . 4급 315,000원*5명*12월 18,900

    . 5급 100,000원*25명*12월 30,000

  ㅇ직급보조비 264,960

    . 4급 300,000원*5명*12월 18,000

    . 5급 200,000원*25명*12월 60,000

    . 6급 130,000원*66명*12월 102,960

    . 7급 120,000원*46명*12월 66,240

    . 8·9급 90,000원*12명*12월 12,960

    . 10급 80,000원*5명*12월 4,80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6개과) (300,000원*5개과+5,000원*21
명)*12월

19,26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27명) 30,000원*28명*12월 10,080

  ㅇ대민활동비 30,000원*129명*12월 46,440

일시사역인부임(11-1211-121-206-02) 16,900

  ㅇ저소득자녀부업알선 13,000원*260일*5명 16,900

일반운영비(11-1212-121-201-01) 129,700

  ㅇ주요업무계획심사평가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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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작성지침,계획서발간 1식*38,000,000원 38,000

  ㅇ정책회의 운영 7,000

    .위원회 참석수당 30회*2명*50,000원 3,000

    .정책회의 검토자료 인쇄 4,000,000원*1식 4,000

  ㅇ목표관리제 운영 21,000

    .목표설정 및 검토회의자료 인쇄 등 1식*20,000,000원 20,000

    .위원회 참석수당 4회*5명*50,000원 1,000

  ㅇ투자심사 19,700

    .심사지침,심사결과보고 등 1식*7회*1,600,000원 11,200

    .위원회 심사수당 (300,000원*10명*2회)+(50,000
원*10명*5회)

8,500

  ㅇ대통령,국무총리,시장지시사항 관리 3,000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 심사평가 1식*3,000,000원 3,000

  ㅇ지방자치단체 평가 41,000

    .메뉴얼, 검토보고서, 평가자료 인쇄 1식*41,000,000원 4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1212-121-203-03) 30,500

  ㅇ심사평가업무추진 30,500

    .주요업무심사평가 보고회 500,000원*9회 4,500

    .목표관리제운영 1,400,000원*4회 5,600

    .정책회의운영 200,000원*25회 5,000

    .시민평가제운영 500,000원*12회 6,000

    .투자기관경영실적평가업무추진 600,000원*3회 1,800

    .각종지시사항관리 500,000원*4회 2,000

    .투자심사업무추진활동 300,000원*12회 3,600

    .성과계획 평가 500,000원*4회 2,000

기타업무추진비(11-1212-121-203-04) 11,760

  ㅇ특정업무수행비 (30,000원*22명*12월)+(80,000
원*4명*12월)

11,760

기타보상금(11-1212-121-301-11) 750

  ㅇ심사평가 등 현장출장여비 10,000원*15명*5회 750

일반운영비(11-1213-121-201-01) 228,500

  ㅇ직제 및 정원관리 25,000

    .정원관련 조례.규칙관리, 설명자료 550,000원*15회 8,250

    .조례,규칙개정공포안, 검토자료 450,000원*15회 6,750

    .조직운영, 인력관리 등 10,000,000원*1식 10,000

  ㅇ시정개발 연구 110,000

    .시정연구 간행물 구독 94,000,000원*1식 94,000

    .시민의견, 협회비 등 16,000,000원*1식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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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규제개혁 운영 26,100

    .규제개혁 홍보물 발간 2,000원*5,000부 10,000

    .규제개혁 위원회관련 등 16,100,000원*1식 16,100

  ㅇ사무관리 개발 2,000

    .관리지침 유인 등 100,000원*20건 2,000

  ㅇ시립대학교 지도감독 900

    .시립대운영위원회 운영 50,000원*9명*2회 900

  ㅇ직제규정집, 사무전결 등 25,000

    .직제규정집 발간 10,000원*500부 5,000

    .사무전결규칙 발간 10,000원*500부 5,000

    .조직관리 메뉴얼 발간 10,000원*500부 5,000

    .행정사무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10,000,000원*1식 10,000

  ㅇ새서울터전 발간 6,500원*1,500부*2회 19,500

  ㅇ규제개혁백서발간 20,000원*1,000부 2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1213-121-203-03) 30,500

  ㅇ조직관리업무추진 1,375,000원*12회 16,500

  ㅇ제안업무추진 1,000,000원*2회 2,000

  ㅇ시민창안업무추진 1,000,000원*2회 2,000

  ㅇ시정연구업무추진 340,000원*10회 3,400

  ㅇ규제개혁 업무추진 100,000원*12회 1,200

  ㅇ정책개발자료수집활동 400,000원*11회 4,400

  ㅇ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운영 500,000원*2회 1,000

기타업무추진비(11-1213-121-203-04) 12,6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35명*12월 12,600

일반운영비(11-1214-121-201-01) 205,000

  ㅇ예산서 편성(본예산, 추경, 간주처리등) 110,000,000원*1식 110,000

  ㅇ예산서 발간 60,000,000원*1식 60,000

  ㅇ중기재정계획서 발간 5,000,000원*1회 5,000

  ㅇ재정관리 10,000,000원*1식 10,000

  ㅇ기금관리 2,000,000원*2회 4,000

  ㅇ보조금 및 지방채관리 2,000,000원*5회 10,000

  ㅇ공기업 예산, 결산 승인 업무 5,000,000원*1식 5,000

  ㅇ충무계획 작성 1,000,000원*1회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1214-121-203-03) 75,500

  ㅇ재정운영관리 500,000원*12회 6,000

  ㅇ재정제도연구 및 자료수집 분석활동 1,000,000원*12회 12,000

  ㅇ재원확충다변화업무추진 1,000,000원*12회 12,000

  ㅇ민자유치 업무추진 500,000원*2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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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예산편성 업무추진 2,000,000원*10회 20,000

  ㅇ부채관리업무추진 1,000,000원*12회 12,000

  ㅇ중기투자재정계획업무추진 300,000원*5회 1,500

  ㅇ기금관리 업무추진 500,000원* 10회 5,000

  ㅇ공기업예산,결산 업무추진 500,000원*12회 6,000

기타업무추진비(11-1214-121-203-04) 44,160

  ㅇ특정업무수행비 80,000원*46명*12월 44,160

일반운영비(11-1215-121-201-01) 342,850

  ㅇ법령집 추록·가제 215,000,000원 215,000

  ㅇ법령·조례 등 자료관리 3,500,000원 3,500

  ㅇ법령·조례·규칙의해석·심사 등 자료발간 55,000,000원 55,000

  ㅇ행정심판, 소청심사, 법률고문회의 등 운영 46,000,000원 46,000

  ㅇ법령집 구입 9,400,000원 9,400

  ㅇ행정심판.소청위원회 회의록작성 속기료 1식*13,950,000원 13,9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1215-121-203-03) 25,500

  ㅇ조례규칙심의회 운영 500,000원*14회 7,000

  ㅇ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00,000원*12회 6,000

  ㅇ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00,000원*6회 1,200

  ㅇ무료법률상담변호사 간담회 120,000원*40회 4,800

  ㅇ법률자문회의 운영 2,000,000원*2회 4,000

  ㅇ법령집 및 DB구축 업무추진 500,000원*5회 2,500

기타업무추진비(11-1215-121-203-04) 14,400

  ㅇ특정업무수행비(24명) 50,000원*24명*12월 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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