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계획서

(회계년도 : 2003  본예산 확정) 2003-03-21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3
20032002 2004

2002

기획예산실 1,63727,30025,662

전략목표 1: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48364412

성과목표 1-1: 적정한 업무계획 수립을 통한 시정 조정 013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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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비

성과목표 1-2: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시정의 효율적 추진 -4721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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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5

-상정안건의 합의율 70% 80% 85% 상정안건과 합의안건 대비

전략목표 2: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4571,0291,485

성과목표 2-1: 성과계획서 심사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촉진 1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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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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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
마킹사례 확인

기획예산실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3
20032002 2004

2002

성과목표 2-2: 목표관리를 통한 실·국별 책임경영제 정착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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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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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2-3: 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5699171,485

-전체 종합만족도 향상 정도 60 62 품질평가 조사결과

전략목표 3: 조직혁신과  제도개선 통한 생산성 제고 -2,7999,65412,453

성과목표 3-1: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 -70070

-핵심덩어리 규제발굴·일제 정비 1회 핵심덩어리 규제발굴 및 정비 확인

성과목표 3-2: 공무원 제안 및 시민창안제도의 내실 운영 03333

-제안접수 및 심사실적 150건 155건 160건 접수건수 및 심사건수 확인

성과목표 3-3: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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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위원 위촉율 29% 30%이상 30%이상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인

-시민단체 위원위촉율 18% 19% 20% 시민단체 위원회 참여비율 확인

성과목표 3-4: 시정연구기능 적극활용 -2,7299,62112,350

-연구결과물의 시정반영 건수 32건이상 32건이상 연구결과물 시정반영건수 조사

전략목표 4: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산운용 3,5364,000464

기획예산실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3
20032002 2004

2002

성과목표 4-1: 성과주의 예산체제 정착 3,5364,000464

-예산편성권 위임확대 기본경비 기본경비+기본사업
비

기본경비+기본사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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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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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부채규모 감축 실적 51,272억원 53,464억원 45,924억원 부채감축 실적

성과목표 4-3: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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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4-4: 투자기관 경영 효율화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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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2,8062,227

성과목표 5-1: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 및 불합리한 법규 지속정비 00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대비 보류·수정안건비율 
축소

8% 8% 7.8% 심의결과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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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5-2: 자치법규 입법 및 관리 162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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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실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3
20032002 20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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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5-3: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 72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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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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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5-4: 소송업무 관리 강화 3452,5072,162

-소송승소율 82% 82% 82% 소송판결결과 조사

전략목표 9:  일반예산 8259,4478,622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8259,4478,622

기획예산실





2003-01-10

기획예산실 25,662,349 27,299,525 1,637,176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전략목표 : 411,630 363,925 -47,705

적정한 업무계획 수립을 통한 시정 조정성과목표 : 135,700 135,700 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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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시정운영 기본,단기계획 수립조정 135,700 135,700 0

135,700(11-1211-122-201-01) 일반운영비

135,700  ㅇ시정운영기본,단기계획수립.조정

20회*700,000원 14,000    .단기계획수립

10회*3,600,000원 36,000    .시정계획홍보

50회*194,000원 9,700    .지시사항관리

12월*5,500,000원 66,000    .회의자료

1회*10,000,000원 10,000    .시정현황발간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시정의 효율적 추
진

성과목표 : 260,930 213,825 -47,10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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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대의회지원업무 추진 49,660 50,000 340

50,000(11-1211-122-201-01) 일반운영비

50,000  ㅇ대의회지원업무추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회계년도 : 2003  본예산 확정)

1 기획예산실



1회*20,000,000원 20,000    .국정감사자료

1회*10,000,000원 10,000    .행정사무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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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3 의정회 지원 211,270 163,825 -47,445

163,825(11-1211-220-307-02) 민간경상보조

163,825,000*1식 163,825ㅇ서울특별시 의정회 지원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성과목표 : 15,000 14,400 -6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상정안건의 합의율 70% 80% 85% 상정안건과 합의안건 대비

0302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추진 15,000 14,400 -600

14,400(11-1211-122-201-01) 일반운영비

14,400,000원*1식 14,400  ㅇ광역행정업무추진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시정의 효율
성 및 신뢰도 제고

전략목표 : 1,485,460 1,028,600 -456,860

성과계획서 심사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촉
진

성과목표 : 0 112,000 11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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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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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킹사
례 확인

0218 평가인세티브제 시행 0 20,000 20,000

20,000(11-1212-122-303-01) 포상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 기획예산실



5개부서*2,000,000원*2회 20,000  ㅇ평가인센티브제 포상금

021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0 67,000 67,000

67,000(11-1212-122-303-01) 포상금

67,000  ㅇ지방자치단체평가 결과 포상금

9개부서*3,000,000원 27,000    .최우수부서

15개부서*2,000,000원 30,000    .우수부서

10개부서*1,000,000원 10,000    .협조부서

0220 사업소 성과평가 0 25,000 25,000

25,000(11-1212-122-303-01) 포상금

25,000  ㅇ사업소 성과평가결과 포상금

8,000    . 최우부부서

5,000,000원*1개부서 5,000      - 1개부서

3,000,000원*1개부서 3,000      - 1개부서

17,000    .우수부서

3,000,000원*5개부서 15,000      - 5개부서

2,000,000원*1개부서 2,000      - 1개부서

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
비스 제공

성과목표 : 1,485,460 916,600 -568,86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전체 종합만족도 향상 정도 60 62 품질평가 조사결과

0201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1,129,460 916,600 -212,860

56,600(11-1212-122-201-01) 일반운영비

56,600  ㅇ서비스 품질평가제 운영

26,400,000원*1식 26,400    .평가모델보고서 인쇄 등

13,200,000원*1식 13,200    .전사기관 모집공고료

50,000원*15명*12회 9,000    .품질평가단 운영

8,000,000원*1식 8,000    .회의자료, 시책자료 송부 등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3 기획예산실



10,000(11-1212-122-303-01) 포상금

10,000,000원*1식 10,000  ㅇ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20,000(11-1212-220-207-02) 전산개발비등

20,000,000원*1식 20,000  ㅇ서비스품질평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830,000(11-1212-220-307-05) 민간위탁금

830,000  ㅇ서비스 품질평가제 조사 외부위탁

20,000원*20,000명 400,000    .품질지수 고객만족도 조사

400,000,000원*1식 400,000    .품질지수 전문가 평가

30,000,000원*1식 30,000    .신규 3개분야 평가지표 개발

조직혁신과  제도개선 통한 생산성 제고전략목표 : 12,453,238 9,654,398 -2,798,840

공무원 제안 및 시민창안제도의 내실 운영성과목표 : 33,000 33,000 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제안접수 및 심사실적 150건 155건 160건 접수건수 및 심사건수 확인

0206 공무원제안 및 시민창안제도 운영 33,000 33,000 0

7,000(11-1213-122-201-01) 일반운영비

7,000  ㅇ제안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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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원*1식 500    .시민창안 심사

1,500,000원*1식 1,500    .시정연구논문 심사

9,000(11-1213-122-301-11) 기타보상금

9,000  ㅇ시민창안입상자 시상금

6,000,000원*1식 6,000    .시민창안 입상자 시상금

3,000,000원*1식 3,000    .시민연구논문 입상자 시상

17,000(11-1213-122-303-01) 포상금

14,000,000원*1식 14,000  ㅇ공무원제안 입상자시상금

3,000,000원*1식 3,000  ㅇ시정연구논문 입상자 시상금

시정연구기능 적극활용성과목표 : 12,350,238 9,621,398 -2,72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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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연구결과물의 시정반영 건수 32건이상 32건이상 연구결과물 시정반영건수 조사

0202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9,559,000 8,900,000 -659,000

8,900,000(11-1213-421-306-01) 출연금

8,900,000,000원 8,900,000  ㅇ시정개발연구원출연금

0207 종합자료관 운영 406,238 671,398 265,160

403,586(11-1213-122-201-01) 일반운영비

309,586  ㅇ을지로별관 청사관리

15,435,000원*12월 185,220    .청사시설물 위탁관리

34,650,000원*1년 34,650    .청사 유지보수비

300,000원*12월 3,600    .종합자료관 운영

72,366,000원 72,366    .공공요금 등

13,750,000원 13,750    .주전산기 유지관리

94,000  ㅇ시정개발연구

94,000,000원 94,000    . 시정연구간행물구독

5,428(11-1213-122-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428  ㅇ공익근무요원

23,100원*12월*3명 832    . 보수

75,000원*12월*3명 2,700    . 중식비

30,000원*12월*3명 1,080    . 교통비

408,000원*2명 816    . 피복비

87,711(11-1213-220-207-02) 전산개발비등

29,700,000원*1식 29,700  ㅇ자료검색 프로그램 구축

58,011,000원*1식 58,011  ㅇ자료관리 공동표준규격개발 용역

66,000(11-1213-220-401-01) 시설비

66,000  ㅇ경비실 재축

33㎡*2,000,000원 66,000    . 1층 1개동

33,673(11-1213-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0원*20대 12,000  ㅇ 종합자료관 도서서가구입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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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0,000원 15,910  ㅇ종합자료관 웹서버구입

5,763,000원 5,763  ㅇ바코드 시스템구입

75,000(11-1213-220-405-02) 도서구입비

15,000원*5,000권 75,000  ㅇ 종합자료관 도서구입

0209 시정시책연구용역 50,000 50,000 0

50,000(11-1213-220-207-01) 학술용역비

50,000,000원 50,000  ㅇ시정시책 연구용역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산운용전략목표 : 463,700 4,000,000 3,536,300

성과주의 예산체제 정착성과목표 : 463,700 4,000,000 3,536,3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예산편성권 위임확대 기본경비 기본경비+기본사업비 기본경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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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2 예산절약성과금 300,000 4,000,000 3,700,000

4,000,000(11-1214-122-303-01) 포상금

4,000,000,000원 4,000,000  ㅇ예산절약성과금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 권리구
제 확대

전략목표 : 2,226,519 2,805,771 579,252

자치법규 입법 및 관리성과목표 : 20,000 182,000 16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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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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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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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정보망 운영 20,000 182,000 162,000

182,000(11-1215-122-201-01) 일반운영비

20,000,000원 20,000  ㅇ법령 정보이용료

150,000,000원 150,000  ㅇ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12,000,000원 12,000  ㅇ자치법규입안실무 발간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성과목표 : 45,000 117,020 72,02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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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법률상담 이용시민 만족도 80% 80% 80% 설문조사후 만족도평가

0104 상담실 및 위원회 운영 45,000 117,020 72,020

117,020(11-1215-122-201-01) 일반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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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0  ㅇ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80,000원*6명*14회 15,120    .위원회참석수당

350,000원*14회 4,900    .속기료

42,000,000원 42,000    .행정심판심리안건 발간

10,000,000원 10,000    .재결례집 발간

소송업무 관리 강화성과목표 : 2,161,519 2,506,751 345,23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소송승소율 82% 82% 82% 소송판결결과 조사

0102 민사,행정소송 수행 2,161,519 2,506,751 345,232

1,904,851(11-1215-122-201-01) 일반운영비

5,000,000원*2건 10,000  ㅇ소송공탁금

1,844,226,000원 1,844,226  ㅇ소송비용(착수금,사례금,인지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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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  ㅇ소송수행활동비

30,000원*200건 6,000    .행정소송

30,000원*250건 7,500    .민사소송

19,800,000원 19,800 ㅇ소송수행실무 발간

17,325,000원 17,325 ㅇ시정판례집 발간

138,900(11-1215-122-301-11) 기타보상금

220,000원*40명*12월 105,600  ㅇ입법.법률고문료

110,000원*270건 29,700  ㅇ법률자문료

300,000원*12회 3,600  ㅇ대책회의 참석수당

63,000(11-1215-122-303-01) 포상금

100,000원*180건 18,000  ㅇ소송심급별 승소포상금

45,000  ㅇ승소 인센티브

250,000원*60건 15,000    .일반사건

2,000,000원*15건 30,000    .특별사건

400,000(11-1215-421-305-01) 배상금등

25,000,000원*16건 400,000  ㅇ배상금

 일반예산전략목표 : 8,621,802 9,446,831 825,029

일반예산성과목표 : 8,621,802 9,446,831 825,029

성과지표 :  검증방법 :

9901 인건비 6,691,990 7,565,506 873,516

4,091,476(11-1211-110-101-01) 기본급

2,756,930  ㅇ 일반직(149명)

 2,062,700원*5명*12월*1.024 126,733    . 4급

 1,851,400원*27명*12월*1.024 614,251    . 5급

 1,549,000원*67명*12월*1.024 1,275,286    . 6급

 1,205,500원*50명*12월*1.024 740,660    . 7급

231,638  ㅇ 기 능 직(20명)

1,572,800원*1명*12월*1.024 19,327    . 6급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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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00원*2명*12월*1.024 29,777    . 8급

944,600원*11명*12월*1.024 127,680    . 9급

744,000원*6명*12월*1.024 54,854    . 10급

2,988,568,000원*0.03 89,658  ㅇ 처우개선분

3,078,226,000원*1/12*200% 513,038  ㅇ 기말수당

3,078,226,000원*1.95*1/12 500,212  ㅇ 정근수당

1,077,346(11-1211-110-101-02) 수당

674,790  ㅇ 시간외수당

595,252    . 일반

7,641원*27명*52시간*12월*1.024 131,826      - 5급

6,483원*67명*52시간*12월*1.024 277,547      - 6급

5,818원*50명*52시간*12월*1.024 185,879      - 7급

59,883    . 기능직

6,483원*1명*52시간*12월*1.024 4,143      - 6급

5,213원*2명*52시간*12월*1.024 6,662      - 8급

4,675원*11명*52시간*12월*1.024 32,860      - 9급

4,230원*6명*52시간*12월*1.024 16,218      - 10급

655,135,000원*0.03 19,655    . 처우개선분

52,279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45,300원*171명*2/3*0.17*4회 3,512    . 중학교(1,2학년)

189,900원*171*1/3*0.17*4회 7,361    . 중학교(3학년)

336,300원*171명*0.18*4회 41,406    . 고등학교

113,887  ㅇ 가족수당

30,000원*171명*0.81*12월 49,864    . 배우자

20,000원*171명*1.56*12월 64,023    . 기타가족

155,880  ㅇ 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28명*12월 43,680    . 25년 이상

110,000원*24명*12월 31,68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43명*12월 41,280    . 15년 - 20년 미만

60,000원*32명*12월 23,04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27명*12월 16,200    . 5년 - 10년 미만

1,800  ㅇ 기술업무수당

15,000원*4명*12월 720    .6·7급 이상

30,000원*3명*12월 1,080    .기사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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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ㅇ사서수당

20,000원*6명*12월 1,440    .6급이하

126,733,000원*1.03*10% 13,054  ㅇ 관리업무 수당

3,078,226,000원*0.31*0.06 57,256  ㅇ 대우수당

30,000원*11명*12월 3,960  ㅇ 모범공무원 수당

3,000  ㅇ 전산업무수당

50,000원*5명*12월 3,000    .3년이상 근무자

1,646,708(11-1211-110-204-01) 복리후생비

90,000원*171명*12월 184,680  ㅇ정액급식비

265,200  ㅇ교통보조비

140,000원*32명*12월 53,760    .4∼5급

130,000원*118명*12월 184,080    .6∼7급

120,000원*19명*12월 27,360    .8∼10급

3,078,226,000원*1/12*150% 384,779  ㅇ명절휴가비

3,078,226,000원*1/12*250% 641,298  ㅇ가계지원비

170,751  ㅇ연가보상비

134,680,000원*0.55*1/12*1/24*20일*0.78 4,013    .연봉제

3,078,226,000원*1/12*1/24*20일*0.78 166,738    .월급제

146,216(11-1211-110-303-01) 포상금

3,078,226,000원*1/12*57% 146,216  ㅇ 성과상여금

477,404(11-1211-110-304-01) 연금부담금

4,247,356,000원*7.419% 315,112  ㅇ 연금부담금

4,247,356,000원*3.556% 151,036  ㅇ 퇴직수당부담금

4,247,356,000원*0.265% 11,256  ㅇ 재해보상부담금

126,356(11-1211-110-304-02) 국민건강보험금

6,961,746,000원*1.815% 126,356  ㅇ 건강보험 부담금

9902 기본경비 1,929,812 1,881,325 -48,487

98,145(11-1211-121-201-01) 일반운영비

62,145  ㅇ공통기본경비

6,100    .기본사무용품

10,000원*151명+3,000원*20명 1,570      -기본사무용품비

30,000원*151명 4,530      -기본사무용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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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27팀 1,350    .도서구입비

13,655    .수선비

5,000원*171명 855      -소규모수선비

400,000원*32대 12,800      -행정장비수리비(프린터,복사기)

240,000*171명 41,040    .기본업무추진급량비

36,000,000원 36,00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91,820(11-1211-121-202-01) 국내여비

420,000원*171명 71,82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20,000,000원 20,00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47,100(11-121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000,000원*1명 22,000  ㅇ1급

9,000,000원*1명 9,000  ㅇ2급

3,220,000원*5명 16,100  ㅇ4급

109,000(11-121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000원*12회 42,000  ㅇ 기획조정업무추진

1,500,000원*10회 15,000  ㅇ 시정기본계획수립업무추진

1,500,000원*10회 15,000  ㅇ 의회협력업무추진

1,750,000원*4회 7,000  ㅇ 광역행정업무추진

3,000,000원*10회 30,000  ㅇ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

533,820(11-1211-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69,000  ㅇ직책급업무추진비

700,000원*1명*12월 8,400    . 1급

600,000원*1명*12월 7,200    . 2급

350,000원*5명*12월 21,000    . 4급

100,000원*27명*12월 32,400    . 5급

355,500  ㅇ직급보조비

750,000원*1명*12월 9,000    . 1급

650,000원*1명*12월 7,800    . 2급

400,000원*5명*12월 24,000    . 4급

250,000원*27명*12월 81,000    . 5급

155,000원*68명*12월 126,480    . 6급

140,000원*50명*12월 84,000    . 7급

105,000원*13명*12월 16,380    . 8·9급

95,000원*6명*12월 6,840    . 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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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5개과+5,000원*24명)*12월

19,44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6개과)

30,000원*28명*12월 10,08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133명*12월 79,800  ㅇ대민활동비

23,940(11-1211-121-206-02) 일시사역인부임

16,800원*285일*5명 23,940  ㅇ저소득자녀부업알선

129,700(11-1212-121-201-01) 일반운영비

38,000  ㅇ주요업무계획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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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  ㅇ정책회의 운영

30회*2명*50,000원 3,000    .위원회 참석수당

3,000,000원*1식 3,000    .정책회의 검토자료 인쇄

22,000  ㅇ목표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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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10명*50,000원 2,000    .위원회 참석수당

19,700  ㅇ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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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원*10명*2회)+(50,000원*10명*5회) 8,500    .위원회 심사수당

3,000  ㅇ대통령,국무총리,시장지시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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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0  ㅇ지방자치단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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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00(11-121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500  ㅇ심사평가업무추진

500,000원*9회 4,500    .주요업무심사평가 보고회

1,400,000원*4회 5,600    .목표관리제운영

200,000원*25회 5,000    .정책회의운영

500,000원*10회 5,000    .시민평가제운영

600,000원*3회 1,800    .투자기관경영실적평가업무추진

500,000원*4회 2,000    .각종지시사항관리

300,000원*12회 3,600    .투자심사업무추진활동

500,000원*4회 2,000    .성과계획 평가

15,840(11-1212-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30,000원*28명*12월)+(80,000원*6명*12월) 15,840  ㅇ특정업무수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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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00(11-1213-121-201-01) 일반운영비

25,000  ㅇ직제 및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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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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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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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  ㅇ시정개발 연구

16,000,000원*1식 16,000    .시민의견, 협회비 등

26,100  ㅇ규제개혁 운영

2,000원*5,000부 10,000    .규제개혁 홍보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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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ㅇ시립대학교 지도감독

50,000원*9명*2회 900    .시립대운영위원회 운영

25,000  ㅇ직제규정집, 사무전결 등

10,000원*500부 5,000    .직제규정집 발간

10,000원*500부 5,000    .사무전결규칙 발간

10,000원*500부 5,000    .조직관리 메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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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원*1,500부*2회 19,500  ㅇ새서울터전 발간

20,000원*1,000부 20,000  ㅇ규제개혁백서발간

29,500(11-121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000원*12회 15,600  ㅇ조직관리업무추진

1,000,000원*2회 2,000  ㅇ제안업무추진

1,000,000원*2회 2,000  ㅇ시민창안업무추진

340,000원*10회 3,400  ㅇ시정연구업무추진

100,000원*11회 1,100  ㅇ규제개혁 업무추진

400,000원*11회 4,400  ㅇ정책개발자료수집활동

500,000원*2회 1,000  ㅇ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운영

15,120(11-1213-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30,000원*42명*12월 15,12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000(11-1214-121-201-01) 일반운영비

85,000,000원*1식 85,000  ㅇ예산서 편성(본예산, 추경, 간주처리등)

60,000,000원*1식 60,000  ㅇ예산서 발간

5,000,000원*1회 5,000  ㅇ중기재정계획서 발간

10,000,000원*1식 10,000  ㅇ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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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2회 4,000  ㅇ기금관리

2,000,000원*5회 10,000  ㅇ보조금 및 지방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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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원*1회 1,000  ㅇ충무계획 작성

81,500(11-1214-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원*12회 6,000  ㅇ재정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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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원*12회 12,000  ㅇ재원확충다변화업무추진

500,000원*4회 2,000  ㅇ민자유치 업무추진

2,000,000원*12회 24,000  ㅇ예산편성 업무추진

1,000,000원*12회 12,000  ㅇ부채관리업무추진

300,000원*5회 1,500  ㅇ중기투자재정계획업무추진

500,000원* 12회 6,000  ㅇ기금관리 업무추진

500,000원*12회 6,000  ㅇ공기업예산,결산 업무추진

44,160(11-1214-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80,000원*46명*12월 44,160  ㅇ특정업무수행비

280,780(11-1215-121-201-01) 일반운영비

215,000,000원 215,000  ㅇ법령집 추록·가제

3,500,000원 3,500  ㅇ법령·조례 등 자료관리

13,000,000원 13,000  ㅇ법령·조례·규칙의해석·심사 등 자료발간

30,880,000원 30,880  ㅇ행정심판, 소청심사, 법률고문회의 등 운영

9,400,000원 9,400  ㅇ법령집 구입

1식*9,000,000원 9,000  ㅇ소청위원회,법률고문회의  회의록작성 속기료

24,500(11-1215-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원*12회 6,000  ㅇ조례규칙심의회 운영

500,000원*12회 6,000  ㅇ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00,000원*6회 1,200  ㅇ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20,000원*40회 4,800  ㅇ무료법률상담변호사 간담회

2,000,000원*2회 4,000  ㅇ법률자문회의 운영

500,000원*5회 2,500  ㅇ법령집 및 DB구축 업무추진

14,400(11-1215-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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