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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4
20042003 2005

2003

재무국 64,055114,935 50,880

전략목표 1: 효율적인 재무관리 2652 26

성과목표 1-1: 회계제도및 업무의 전문성 제고 00 0

-계약업체 불만사항 개선 실적 50% 55% 계약업체에 대한 익명설문지 조사

-정기예금 예치비율 97.4% 97.5% 97.5% 공공예금 대비 정기예금 비율 조사

성과목표 1-2: 물품구매 업무의 합리적 수행 2929 0

-총계약건수 대비 인터넷 전자 입찰 건수 100% 100% 100% 인터넷 전자입찰실시 실적조사

-여성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율 20% 20% 20% 연간 여성기업지원율 20% 목표달성여부 확
인

성과목표 1-3: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 -323 26

-각종 계약체결시 철저한 물가조사와 원가분석 등을 
통한 예산절감 실적

3% 3% 연간 예산절감 목표 3% 달성여부 확인

전략목표 2: 재산관리 내실화 68,04494,729 26,685

성과목표 2-1: 재산관리의 운영 내실화 68,15994,729 26,570

-기타 재산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교환(교환/매입) 1건/3건 1건/3건 1건/3건 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시유재산 관리 및 매각업무 추진(매각,대부,변상금) 33,429 32,200 33,196 매각·대부 ·변상금 부과 실적 확인

-미 관리재산 관리관 지정 및 지적 정리(관리관지정/
지적정리)

2,515/1100 2,000/800 1,500/400 미 관리재산 관리관 지정 및 지적정리 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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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4
20042003 2005

2003

성과목표 2-2: 재산관리의 생산성 제고 -1150 115

-미 활용 시유재산 활용방안 강구 3건 1건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평가

전략목표 3: 세입의 안정적 확보및 세무행정의 선진화 -5,19511,448 16,643

성과목표 3-1: 세무행정의 공정성 제고 233270 37

-세제이론 개발·건의 건수 25건 26건 27건 세제이론 개발·건의 건수 확인

-과세전적부심사 평균처리기간 준수 22.0일 21.5일 21.0일 과세전적부민원처리기간 조사

-지방세 소송업무 승소율(민사/행정) 85.0/70.0 85.5/71.0 86.0/72.0 소송업무 승소율 조사

-지방세 이의신청 평균처리기간 준수 34.0일 33.5일 33.0일 이의신청처리기간 조사

-지방세 과세표준 조정 3.2이하 3.1이하 3.0이하 구간 현실화율의 편차도 조사

-세무상담실 납세 상담 1,890건 2,000건 2,100건 상담일지 대조확인

-인터넷서울세무사무소 운영관리 55,000명 120,000명 130,000명 인터넷서울세무사무소 이용현황 조사

-인터넷서울세무사무소 운영관리 500건 550건 600건 세무상담처리 건수

성과목표 3-2: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 -5,42911,178 16,606

-시세 징수 76,082억원 84,986억원 87,892억원 시세징수실적 확인

-체납시세 징수 1,733억원 1,733억원 1,812억원 체납시세 징수액 확인

-세외수입 징수 7,520억원 8,526억원 7,662억원 세외수입 목표대비 징수 진도율 조사

-법인세무조사 세원발굴 50억원 60억원 75억원 법인세무조사 세원발굴 확인

-지방세 전산지원 1,000건 1,000건 1,000건 전산프로그램 추가 보완실적 확인

전략목표 9: 일반예산 1,1808,706 7,526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1808,706 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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