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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4
20042003 2005

2003

도시계획국
(X-1,435)

-95,877431,231 527,108

(X5,633) (X7,067)

전략목표 1: 도시관리 기본틀 재정립 3,2004,960 1,760

성과목표 1-1: 도시개발 밀도의 체계적 관리 -820340 1,160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 수립 추진율 30% 70% 100% 도시계획 검토, 지역특성화 방안 수립 여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추진율

60% 100%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조정기준 마련 여
부

-취락지구 정비방안 수립 및 취락지구 지정 추진율 50% 100% 취락지구 지정대상 정비방안 수립 여부

-마곡·문장지구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추진율 30% 100% 사업추진 전략 및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용산 군 이전적지 이용구상 연구 용역 80% 100% 이전적지 및 주변지역 정비 기본방향 마련 
여부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보완관리 추진율 100% 종세분상향조정기준(안) 보완관리 마련 여부

-과밀부담금 부과 ·징수의 적정관리 추진율 100% 제도개선, 현장확인 등 적정관리 추진 여부

성과목표 1-2: 도시경관 및 이미지 개선 4,0504,350 300

-서울시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50% 100% 경관지구 관리 기준 설정 및 경관 형성사업 
전략 수립 여부

-광화문·숭례문 광장조성 추진율 100%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

성과목표 1-3: 도시생태계 보전대책 마련 -30270 300

-생태기반지표의 도시계획 적용방안 마련 100% 도시계획 적용 및 조례화 추진 여부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율 100% 강북지역 도시생태현황조사 여부

-기성시가지 지구단위계획 환경생태계획수립방안 마
련

100% 조례화 및 환경생태계획 추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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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4
20042003 2005

2003

전략목표 2: 도시의 입체적 관리기반 구축 -29,99633,561 63,557

성과목표 2-1: 지구단위계획제도 정착 및 도시관리 질적 수준 제고 -3,024420 3,444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수립
추진율

2건 2건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여부

-계획기법 개발을 위한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
진율

1개소 1개소 1개소 구역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수
립 여부

성과목표 2-2: 균형발전 전략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2,2003,200 1,000

-청계천주변 도심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율

100%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 재정비 
여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율 60% 100% 구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여부

-동북권역 종합발전구상 마련 추진율 60% 100% 동북권역 종합발전구상 마련 여부

성과목표 2-3: 새로운 도시관리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 -29,17229,941 59,11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율 20개소 30개소 30개소 지역특성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재정비계획 
수립여부

-친환경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8개소 11개소 1개소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도시계획 공공시설 정비 추진율 12개소 14개소 10개소 정비대상 도로 개설 및 하수도 개량 사업 추
진 여부

전략목표 3: 공공시설 확충정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222222 0

성과목표 3-1: 공공시설 확충 정비 222222 0

-도시계획시설(대학)세부 조성계획수립 추진율 88% 100% 세부조성계획 수립 추진 여부

-신규 공원·녹지시설 확충 15만㎡ 25만㎡ 35만㎡ 공원·녹지시설 지정 추진율

-학교시설 확충 추진율 6개소 6개소 추진실적 확인

-뚝섬지구 교통영향 평가 추진율 100% 교통영향평가 승인 여부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100% 기본계획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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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4
20042003 2005

2003

성과목표 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매수청구제도의 적정 관리 00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강구 추진율 100% 100% 재정비절차 이행실적, 제도개선 여부

-매수청구제도 대응방안 마련 추진율 100% 100% 매수청구대책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여부

전략목표 4: 도시정보 기반의 강화 -300381 681

성과목표 4-1: 도시 및 지적정보의 체계적 관리 -300381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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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율

80% 100% 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여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450개소 450개소 450개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 여부

전략목표 5: 지역균형발전도모
(X-1,435)

67,575109,754 42,179

(X5,633) (X7,067)

성과목표 5-1: 주거환경 개선 -2,4002,400 4,800

-은평뉴타운개발 사업 20% 35% 60% 추진 공정률 확인

-길음뉴타운개발 사업 25% 50% 90% 추진 공정률 확인

-왕십리뉴타운개발 사업 25% 55% 80% 추진 공정률 확인

성과목표 5-2: 도시기능 강화 73,30089,500 16,200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운영 10% 60% 100% 사업 추진율 확인

-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지정 3개소 2개소 2개소 사업 대상 구역 선정 여부

성과목표 5-3: 재래시장 활성화

(X-1,435)

-3,32517,854 21,179

(X5,633) (X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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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4
20042003 2005

2003

-재래시장 환경개선 24개소 25개소 16개소 대상시장 선정 여부

-재개발·재건축사업 5개소 10개소 15개소 사업시행구역 선정 여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8개소 7개소 5개소 대상시장 선정 여부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캐릭터 등 개발 용역 2개소 2개소 2개소 대상시장 선정 여부

전략목표 9: 일반예산 -136,578282,353 418,931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36,578282,353 41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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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7

도시계획국 527,108,028 431,230,549 -95,877,479

(X7,067,000) (X5,632,500) (X-1,434,500)

도시관리 기본틀 재정립전략목표 : 1,760,000 4,960,000 3,200,000

도시개발 밀도의 체계적 관리성과목표 : 1,160,000 340,000 -82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 수립 추진율 30% 70% 100% 도시계획 검토, 지역특성화 방안 수립 여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추
진율

60% 100%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조정기준 마련 여부

취락지구 정비방안 수립 및 취락지구 지정 추진율 50% 100% 취락지구 지정대상 정비방안 수립 여부

마곡·문장지구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추진율 30% 100% 사업추진 전략 및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용산 군 이전적지 이용구상 연구 용역 80% 100% 이전적지 및 주변지역 정비 기본방향 마련 여부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보완관리 추진율 100% 종세분상향조정기준(안) 보완관리 마련 여부

과밀부담금 부과 ·징수의 적정관리 추진율 100% 제도개선, 현장확인 등 적정관리 추진 여부

0133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760,000 240,000 -520,000

240,000(11-2421-220-207-01) 학술용역비

240,000,000원*1식 240,000  ㅇ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0178 용산 군 이전적지 이용구상 연구용역 0 100,000 100,000

100,000(11-2421-220-207-01) 학술용역비

100,000,000원*1식 100,000  ㅇ용산 군 이전적지 이용구상 연구  

도시경관 및 이미지 개선성과목표 : 300,000 4,350,000 4,0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서울시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50% 100% 경관지구 관리 기준 설정 및 경관 형성사업 전략 수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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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여부

광화문·숭례문 광장조성 추진율 100%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

0202 광화문, 숭례문 광장 조성 0 4,350,000 4,350,000

4,350,000(11-2422-220-401-01) 시설비

4,350,000  ㅇ광화문·숭례문 광장 조성사업  

120,000,000원*1식 120,000    .기본설계  

230,000,000원*1식 230,000    .실시설계  

4,000,000,000원*1식 4,000,000    .공사비  

도시생태계 보전대책 마련성과목표 : 300,000 270,000 -3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생태기반지표의 도시계획 적용방안 마련 100% 도시계획 적용 및 조례화 추진 여부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율 100% 강북지역 도시생태현황조사 여부

기성시가지 지구단위계획 환경생태계획수립방안 마련 100% 조례화 및 환경생태계획 추진 여부

0108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200,000 180,000 -20,000

180,000(11-2421-220-207-01) 학술용역비

180,000,000원*1식 180,000  ㅇ강북지역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0164 기성시가지 지구단위계획 환경생태계획수립방안 마련 0 90,000 90,000

90,000(11-2421-220-207-01) 학술용역비

90,000,000원*1식 90,000  ㅇ대상지 현황조사 및 적용방안 마련  

도시의 입체적 관리기반 구축전략목표 : 63,557,035 33,560,855 -29,996,180

지구단위계획제도 정착 및 도시관리 질적 
수준 제고

성과목표 : 3,444,200 420,000 -3,024,2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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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수립 
추진율

2건 2건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여부

계획기법 개발을 위한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
진율

1개소 1개소 1개소 구역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0101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3,444,200 170,000 -3,274,200

170,000(11-2424-220-207-01) 학술용역비

70,000,000원*1식 70,000  ㅇ지구단위계획 메뉴얼 보완  

100,000,000원*1식

100,000  ㅇ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 운영방안 등  

0171 계획기법 개발을 위한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0 250,000 250,000

250,000(11-2424-220-401-01) 시설비

250,000,000원*1식 250,000  ㅇ대학가, 문화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균형발전 전략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
리계획 수립

성과목표 : 1,000,000 3,200,000 2,2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청계천주변 도심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율 100%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 재정비 여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율 60% 100% 구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여부

동북권역 종합발전구상 마련 추진율 60% 100% 동북권역 종합발전구상 마련 여부

0166 청계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1,000,000 1,500,000 500,000

1,500,000(11-2424-220-401-01) 시설비

1,500,000  ㅇ청계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1,000,000,000원*1식 1,000,000    .지구단위계획 수립 1개소  

500,000,000원*1식 500,00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개소  

0173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0 500,00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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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11-2424-220-401-01) 시설비

400,000,000원*1식 400,000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100,000,000원*1식 100,000  ㅇ 교통영향평가  

0179 동북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구상 수립 0 200,000 200,000

200,000(11-2421-220-207-01) 학술용역비

200,000,000원*1식 200,000  ㅇ동북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구상 수립  

0181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0 1,000,000 1,000,000

500,000(11-2424-220-401-01) 시설비

500,000,000원*1식 500,000  ㅇ북촌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500,000(11-2424-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000원*1식 500,000  ㅇ성북구 정릉3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  

새로운 도시관리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
획 수립 및 정비

성과목표 : 59,112,835 29,940,855 -29,171,98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율 20개소 30개소 30개소 지역특성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재정비계획 수립여
부

친환경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8개소 11개소 1개소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도시계획 공공시설 정비 추진율 12개소 14개소 10개소 정비대상 도로 개설 및 하수도 개량 사업 추진 여부

0123 북아현동236-53~210-22외 2개소 도로개설 260,000 172,000 -88,000

172,000(25-1212-220-401-01) 시설비

172,000,000원*1식 172,000  ㅇ공사비  

0131 용두동 80번지 도로개설공사 200,000 100,000 -100,000

1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100,000,000원*1식 100,000  ㅇ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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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2 용두동 122번지 도로개설공사 200,000 50,000 -150,000

50,000(25-1212-220-401-01) 시설비

50,000,000원*1식 50,000  ㅇ공사비  

0133 신림본동 1637주변 도로개설공사 1,280,000 300,000 -980,000

3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300,000,000원*1식 300,000  ㅇ공사비  

0137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0 2,000,000 2,000,000

2,000,000(11-2424-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000원*1식 2,000,000  ㅇ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원(30개소)  

0151 도봉동 583 앞 교량 재설치 공사 40,000 660,000 620,000

660,000(25-1212-220-401-01) 시설비

660,000,000원*1식 660,000  ㅇ공사비  

0152 양평동 23~2-2간 도로개설공사 0 360,000 360,000

360,000(25-1212-220-401-01) 시설비

360,000,000원*1식 360,000  ㅇ영업권, 건물 보상비  

0172 친환경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0 206,000 206,000

6,000(11-2424-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원*10명*6회 6,000  ㅇ자문위원참석 수당  

200,000(11-2424-220-401-01) 시설비

200,000,000원*1식 200,000  ㅇ암사,명일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변경)  

0256 성내천좌안 분류식하수도 정비공사 500,000 2,900,000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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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2,900,000,000원*1식 2,900,000  ㅇ공사비  

0265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17,000,000 4,303,000 -12,697,000

4,303,000(25-1212-220-401-01) 시설비

4,303,000,000원*1식 4,303,000  ㅇ공사비  

0266 성내천좌안 하수암거 보수공사 1,000,000 3,350,000 2,350,000

3,350,000(25-1212-220-401-01) 시설비

3,350,000,000원*1식 3,350,000  ㅇ공사비  

0267 탄천우안 하수암거 보수공사 1,600,000 5,890,000 4,290,000

5,890,000(25-1212-220-401-01) 시설비

5,890,000,000원*1식 5,890,000  ㅇ공사비  

0272 응암동 587번지 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300,000 300,000 0

3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300,000,000원*1식 300,000  ㅇ공사비  

0286 문정동 62번지 주변 하수관 보수공사 0 435,000 435,000

435,000(25-1212-220-401-01) 시설비

10,000,000원*1식 10,000  ㅇ실시설계비  

425,000,000원*1식 425,000  ㅇ공사비  

0288 가락동 176번지 주변 하수관 보수공사 0 282,000 282,000

282,000(25-1212-220-401-01) 시설비

10,000,000원*1식 10,000  ㅇ실시설계비  

272,000,000원*1식 272,000  ㅇ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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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 대방동 서울공고주변 하수관거개량공사 0 600,000 600,000

6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600,000,000원*1식 600,000  ㅇ공사비  

0290 천호2동 321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0 400,000 400,000

4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400,000,000원*1식 400,000  ㅇ공사비  

0291 둔촌동 48~51간 하수관개량공사 0 300,000 300,000

3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300,000,000원*1식 300,000  ㅇ공사비  

0292 천호동 24~31간 하수관개량공사 0 600,000 600,000

6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600,000,000원*1식 600,000  ㅇ공사비  

0293 봉천4동 869번지 주변외 3개소 하수관개량공사 0 340,000 340,000

340,000(25-1212-220-401-01) 시설비

340,000,000원*1식 340,000  ㅇ공사비  

0294 봉천7동 1619번지 주변외 3개소 하수관개량공사 0 289,000 289,000

289,000(25-1212-220-401-01) 시설비

289,000,000원*1식 289,000  ㅇ공사비  

0301 경부고속도로주변녹지보상 4,116,000 5,410,000 1,294,000

5,410,000(25-1212-220-401-01) 시설비

5,410,000,000원*1식 5,410,000  ㅇ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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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도시개발관련사업 775,835 693,855 -81,980

171,610(25-1111-122-201-01) 일반운영비

171,610  ㅇ체비지매각업무추진  

600원*20,000부 12,000    .매각안내책자  

60,000,000,000원*5/10,000*2회*2개사 120,000    .감정평가수수료  

40,000원*3사*7단*15cm*1.1*2회 27,720    .신문공고료  

349,700,000원*3.4%*1회 11,890    .체비지지장물처리비용산출용역수수료  

22,245(25-1111-122-303-01) 포상금

22,245,000원*1식 22,245  ㅇ체비지대부료등 체납분 징수 포상금  

150,000(25-1111-421-305-01) 배상금등

150,000,000원*1식 150,000  ㅇ소송배상금  

250,000(25-1212-220-401-01) 시설비

250,000,000원*1식 250,000  ㅇ지구내 체비지정리비  

100,000(25-1212-220-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0원*1식 100,000  ㅇ각종 시설공사 부대비  

공공시설 확충정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

전략목표 : 0 222,000 222,000

공공시설 확충 정비성과목표 : 0 222,000 22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도시계획시설(대학)세부 조성계획수립 추진율 88% 100% 세부조성계획 수립 추진 여부

신규 공원·녹지시설 확충 15만㎡ 25만㎡ 35만㎡ 공원·녹지시설 지정 추진율

학교시설 확충 추진율 6개소 6개소 추진실적 확인

뚝섬지구 교통영향 평가 추진율 100% 교통영향평가 승인 여부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100% 기본계획수립 여부

0127 뚝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평가 0 150,000 150,000

150,000(11-2421-220-401-01)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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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0원*1식 150,000  ㅇ뚝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0165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 수립 0 72,000 72,000

72,000(11-2422-220-401-01) 시설비

72,000,000원*1식 72,000  ㅇ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 수립  

도시정보 기반의 강화전략목표 : 680,633 380,638 -299,995

도시 및 지적정보의 체계적 관리성과목표 : 680,633 380,638 -29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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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9 부동산중개업소특별관리 18,020 7,360 -10,660

7,360(11-2423-122-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4,000원*2명*(12월+10월) 1,496  ㅇ공익근무요원 봉급  

75,000원*2명*(12월+10월) 3,300  ㅇ공익근무요원 급식비  

35,000원*2명*(12월+10월) 1,540  ㅇ공익근무요원 교통비  

32,107,500원*4명*0.05% 65  ㅇ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  

7,135,000원*4명*0.33% 95  ㅇ공익근무요원 장애보상금  

432,000원*2명 864  ㅇ공익근무요원 피복비  

0153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07,613 133,278 25,665

112,668(11-2421-122-201-01) 일반운영비

7,020  ㅇ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500,000원*2회 1,000    .전문서적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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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원*100부 2,020    .연구실적보고서 발간  

10,000원*400부 4,000    .도시계획홍보 및 자료집 발간  

15,348  ㅇ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00,000원*12회 8,400    .심의안 작성  

1,185원*800매 948    .슬라이드 현상(3*7)  

5,000원*100매*12월 6,000    .칼라복사  

68,700  ㅇ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00,000원*25명*15회 37,500    .본회의  

100,000원*8명*15회 12,000    .소위원회  

100,000원*8명*24회 19,200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운영  

21,600  ㅇ도시계획위원회 속기사수수료  

400,000원*1명*15회 6,000    .본회의 속기사 수수료  

400,000원*1명*15회 6,000    .소회의 속기사 수수료  

400,000원*1명*24회 9,600    .지구단위계획 속기사 수수료  

20,610(11-2421-122-301-11) 기타보상금

14,850  ㅇ도시계획위원회위원 조사활동비  

30,000원*25명*15회 11,250    .본회의  

30,000원*8명*15회 3,600    .소위원회  

30,000원*8명*24회 5,760  ㅇ지구단위계획위원 조사활동비  

0506 서울 지적연혁지 편찬 0 40,000 40,000

40,000(11-2423-220-207-01) 학술용역비

40,000,000원*1식 40,000  ㅇ서울 지적연혁지 편찬  

6103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서전산화 사업 0 200,000 200,000

200,000(25-1212-220-207-02) 전산개발비등

200,000,000원*1식 200,000  ㅇ토지구획정리사업 문서전산화  

지역균형발전도모전략목표 : 42,179,400 109,754,076 67,574,676

(X7,067,000) (X5,632,500) (X-1,434,500)

주거환경 개선성과목표 : 4,800,000 2,400,000 -2,40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10 도시계획국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은평뉴타운개발 사업 20% 35% 60% 추진 공정률 확인

길음뉴타운개발 사업 25% 50% 90% 추진 공정률 확인

왕십리뉴타운개발 사업 25% 55% 80% 추진 공정률 확인

0408 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4,800,000 2,400,000 -2,400,000

2,400,000(25-1214-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00,000,000원*1식 2,400,000  ㅇ개발기본계획 수립비 지원  

도시기능 강화성과목표 : 16,200,000 89,500,000 73,3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운영 10% 60% 100% 사업 추진율 확인

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지정 3개소 2개소 2개소 사업 대상 구역 선정 여부

0167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1,200,000 4,500,000 3,300,000

4,500,000(11-2425-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500,000,000원*1식 4,500,000  ㅇ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원  

0406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 15,000,000 85,000,000 70,000,000

85,000,000(25-1214-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5,000,000,000원*1식 85,000,000  ㅇ시범지구 기반시설 확충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성과목표 : 21,179,400 17,854,076 -3,325,324

(X7,067,000) (X5,632,500) (X-1,434,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3 20052004

재래시장 환경개선 24개소 25개소 16개소 대상시장 선정 여부

재개발·재건축사업 5개소 10개소 15개소 사업시행구역 선정 여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8개소 7개소 5개소 대상시장 선정 여부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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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고유브랜드, 캐릭터 등 개발 용역 2개소 2개소 2개소 대상시장 선정 여부

0156 국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9,948,500 7,476,000 -2,472,500

(X6,444,500) (X5,520,000) (X-924,500)

7,476,000(11-242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476,000,000원*1식 7,476,000  ㅇ10개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X5,520,000)

0157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 202,500 119,750 -82,750

(X112,500) (X87,500) (X-25,000)

119,750(11-242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19,750,000원*1식 119,750  ㅇ7개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지원 (X87,500)

0159 시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0,000,000 10,165,000 165,000

10,165,000(11-2425-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165,000,000원*1식 10,165,000  ㅇ15개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0160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등 개발지원 24,000 35,500 11,500

(X24,000) (X25,000) (X1,000)

35,500(11-242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5,500,000원*1식 35,500  ㅇ2개시장 고유브랜드 등 개발지원 (X25,000)

0169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 0 57,826 57,826

48,000(11-2425-122-201-01) 일반운영비

70,000원*10명*10회 7,000  ㅇ재개발,재건축심의위원회운영  

10,000원*1000부 10,000  ㅇ재개발,재건축실무지침서  

6,000,000원*1식 6,000  ㅇ재래시장관계자 교육  

25,000,000원*1식 25,000  ㅇ재래시장소식지 발간  

8,826(11-2425-122-301-09) 행사실비보상금

8,826ㅇ우수재래시장 견학  

400,000원*2대*3일 2,400    .차량임차료  

750,000원*1식 750    .장소임차료 등  

48,000원*21실*2일 2,016    .숙박비  

5,000원*42명*6식 1,260    .식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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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원*1식 2,400    .사례발표등  

1,000(11-2425-122-301-11) 기타보상금

20,000원*50명 1,000  ㅇ재래시장활성화 유공자 표창  

일반예산전략목표 : 418,930,960 282,352,980 -136,577,980

일반예산성과목표 : 418,930,960 282,352,980 -136,577,98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9901 인건비 5,266,643 8,178,560 2,911,917

4,222,714(11-2421-110-101-01) 기본급

2,966,102  ㅇ 일반직(143명)  

 62,816,000원*2명*1.0229 128,509    . 3급  

 2,176,100원*8명*12월*1.024 213,920    . 4급  

 1,953,200원*27명*12월*1.024 648,025    . 5급  

 1,659,300원*68명*12월*1.024 1,386,485    . 6급  

 1,271,800원*37명*12월*1.024 578,232    . 7급  

 889,500원*1명*12월*1.024 10,931    . 8급  

150,246  ㅇ 기 능 직(13명)  

1,278,200원*1명*12월*1.024 15,707    . 8급  

1,026,100원*7명*12월*1.024 88,262    . 9급  

753,200원*5명*12월*1.024 46,277    . 10급  

93,363  ㅇ처우개선비  

128,509,000원*0.029 3,727    .연봉제(2명)  

2,987,839,000원*0.03 89,636    .월급제  

3,077,475,000원*1/6 512,913  ㅇ 기말수당  

3,077,475,000원*1.95*1/12 500,090  ㅇ 정근수당  

1,098,007(11-2421-110-101-02) 수당

643,496  ㅇ 시간외수당  

584,921    . 일반.기능  

8,062원*27명*12월*52시간*1.024 139,089      - 5급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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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원*68명*12월*52시간*1.024 297,201      - 6급  

6,138원*37명*12월*52시간*1.024 145,116      - 7급  

5,500원*1명*12월*52시간*1.024 3,515      - 8급  

39,832    . 기능직  

5,500원*1명*12월*52시간*1.024 3,515      - 8급  

4,932원*7명*12월*52시간*1.024 22,061      - 9급  

4,462원*5명*12월*52시간*1.024 14,256      - 10급  

624,753,000원*0.03 18,743    .처우개선분  

44,072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48,000원*157명*0.17*4회 5,125    . 중학교  

364,800원*157명*0.17*4회 38,947    . 고등학교  

103,998  ㅇ 가족수당  

30,000원*157명*0.82*12월 46,347    . 배우자  

20,000원*157명*1.53*12월 57,651    . 기타가족  

167,280  ㅇ 장기 근속수당  

130,000원*32명*12월 49,920    . 25년 이상  

110,000원*40명*12월 52,80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33명*12월 31,680    . 15년 - 20년 미만  

60,000원*34명*12월 24,48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14명*12월 8,400    . 5년 - 10년 미만  

50,340  ㅇ 특수업무 수당  

50,340    . 기술업무수당  

25,000원*25명*12월 7,500      - 기술업무수당(5급)  

15,000원*62명*12월 11,160      - 기술업무수당(6∼7급)  

10,000원*3명*12월 360      - 기술업무수당(8급)  

50,000원*6명*12월 3,600      - 기술자격증 수당(기술사)  

30,000원*55명*12월 19,800      - 기술자격증 수당(기사1급)  

20,000원*23명*12월 5,520      - 기술자격증 수당(기사2급)  

50,000원*4명*12월 2,400      - 전산수당(1년∼3년미만)  

2,295,176원*8명*12월*0.1 22,034  ㅇ 관리업무 수당  

3,077,475,000원*0.35*0.06 64,627  ㅇ 대우수당  

30,000원*6명*12월 2,160  ㅇ 모범공무원 수당  

277,512(11-2421-110-101-03) 기타직보수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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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12  ㅇ 계약직(6명)  

243,447    . 급여  

51,791,000원*1명*1.0229 52,978      - 가급  

40,001,667원*3명*1.0229 122,754      - 나급  

29,745,500원*2명*1.0229 60,854      - 다급  

236,586,000원*0.029 6,861      - 처우개선비  

34,065    .  수당  

243,447,000원*0.5*58%*1.5/192*52시간*1.0229

29,338      - 시간외 근무수당  

29,338,000원*0.029 851      - 처우개선비  

3,082      - 가족수당  

30,000원*6명*12월*0.66 1,426        = 배우자  

20,000원*6명*12월*1.15 1,656        = 기타가족  

794      - 자녀학비 보조수당  

48,000원*6명*4회*0.08 93        = 중학교  

364,800원*6명*4회*0.08 701        = 고등학교  

39,490(11-2421-110-101-05) 일시사역인부임

39,490  ㅇ저소득자녀 부업알선  

17,320원*4명*285일 19,745    .도시계획국  

17,320원*4명*285일 19,745    .지역균형발전추진단  

1,680,789(11-2421-121-204-01) 복리후생비

120,000원*163명*12월 234,720  ㅇ정액급식비  

242,760  ㅇ교통비  

140,000원*35명*12월 58,800    .4,5급  

130,000원*105명*12월 163,800    .6,7급  

120,000원*14명*12월 20,160    .8,9,10급  

3,077,475,000원*1/12*150% 384,685  ㅇ명절휴가비  

177,483  ㅇ연가보상금  

3,077,475,000원*20일*1/12*1/24*0.78 166,697    .월급제(일반, 기능)  

375,683,000원*20일*1/12*1/24*0.78*0.53 10,786    .연봉, 계약제  

641,141  ㅇ가계지원비  

3,077,475,000원*1/12*250% 641,141    .월급제(일반, 기능)  

146,181(11-2421-121-303-01) 포상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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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475,000원*1/12*57% 146,181  ㅇ성과상여금(3급이하, 월급제)  

558,823(11-2421-121-304-01) 연금부담금

395,192  ㅇ 연금 부담금  

375,683,000원*0.73*8.72% 23,915    .연봉(계약)제  

4,257,758,000원*8.72% 371,277    .월급제  

157,421  ㅇ 퇴직수당  

375,683,000원*0.73*3.4735% 9,527    .연봉(계약)제  

4,257,758,000원*3.4735% 147,894    .월급제  

6,210  ㅇ재해보상부담금  

375,683,000원*0.73*0.137% 376    .연봉(계약)제  

4,257,758,000원*0.137% 5,834    .월급제  

155,044(11-242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155,044  ㅇ 건강보험 부담금  

409,748,000원*2.13% 8,728    .연봉(계약)제  

6,869,274,000원*2.13% 146,316    .월급제  

9902 기본경비 1,446,078 1,747,917 301,839

202,376(11-2421-121-201-01) 일반운영비

30,204  ㅇ공통기본경비  

10,000원*150명+3,000원*13명 1,539    .기본사무용품  

30,000원*150명 4,500    .기본사무용 종이류  

5,000원*163명 815    .소규모 수선비  

400,000원*44대 17,600    .행정장비수리비(도시계획국)  

400,000원*11대 4,400    .행정장비 수리비(지역균형발전추진단)  

50,000원*19팀 950    .도서구입비(도시계획국)  

50,000원*8팀 400    .도서구입비(지역균형발전추진단)  

67,820  ㅇ급량비(도시계획국)  

20,000원*163명*12월 39,120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8,700,000원*1식 28,700    .기타업무추진급량비  

27,740  ㅇ급량비(지역균형발전추진단)  

27,740,000원*1식 27,740    .기타업무추진급량비  

34,800  ㅇ업무보고서 및 행정감사자료  

200,000원*12회 2,400    .업무보고서 작성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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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100건 5,000    .의견청취자료  

250,000원*100부 25,000    .행정감사자료  

5,000원*40매*12회 2,400    .칼라복사  

40,000원*3단*8㎝*7회*3개일간지*1.1

22,176  ㅇ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입안)공람공고  

19,636  ㅇ도시계획 관련업무 수행비  

2,000원*1,000부*2회 4,000    .도시계획법령관련 직원교육자료 제작  

5,000원*200부 1,000    .질의응답사례집 발간  

100,000원*10매 1,000    .판넬작성  

300,000원*12회 3,600    .도시계획도 구입  

5,000원*40매*12회 2,400    .칼라복사  

157원*500부*10건*10회*70% 5,495    .시의회 의견청취자료 인쇄비  

4,400원*70매*10회*50% 1,540    .시의회및도시계획위원회 설명용 OHP필름 복사  

5,230원*7매*5회*50% 92    .서울시 도시계획총괄도(1/50,000)  

13,100원*7매*5회*50% 230    .서울시 도시계획총괄도 (1/25,000)  

4,900원*7매*5회*50% 86    .서울시 백도 (1/50,000)  

11,000원*7매*5회*50% 193    .서울시 백도 (1/25,000)  

151,860(11-2421-121-202-01) 국내여비

118,960  ㅇ국내여비(도시계획국)  

35,000원*163명*12월 68,460    .기본업무추진여비  

50,500,000원*1식 50,500    .기타업무추진여비  

32,900  ㅇ국내여비(지역균형발전추진단)  

32,900,000원*1식 32,900    .기타업무추진여비  

238,160(11-242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6,000,000원*1명 176,000  ㅇ 행정2부시장  

22,000,000원*1명 22,000  ㅇ 1급  

7,200,000원*2명 14,400  ㅇ 3급  

3,220,000원*8명 25,760  ㅇ 4급  

90,000(11-242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00원*1식 50,000  ㅇ 건설.기술업무 종합조정  

40,000  ㅇ 도시계획업무추진  

150,000원*20회 3,000    .시의회및 유관기관 협의  

20,000원*30명*15회 9,000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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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17회*15회 5,100    .도시계획소위원회 운영  

50,000원*30명*5회 7,500    .도시계획위원회 분기별 간담회  

20,000원*17명*24회 8,160    .지구단위계획 분과위 회의비  

40,000원*5명*12회 2,400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현장조사,자료수집비  

605,000원*8회 4,840    .도시계획관련자료수집,업무협의,민원조사 등  

549,660(11-2421-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88,800  ㅇ직책급 업무 추진비  

700,000원*1명*12월 8,400    .1급 (보조기관)  

600,000원*2명*12월 14,400    .3급 (보조기관)  

350,000원*8명*12월 33,600    .4급 (보조기관)  

100,000원*27명*12월 32,400    .5급 (보조기관)  

363,600  ㅇ 직급 보조비  

750,000원*1명*12월 9,000    . 1급  

500,000원*2명*12월 12,000    . 3급  

400,000원*8명*12월 38,400    . 4급  

250,000원*27명*12월 81,000    . 5급  

155,000원*68명*12월 126,480    . 6급  

140,000원*37명*12월 62,160    . 7급  

105,000원*9명*12월 11,340    . 8,9급, 기능 8,9급  

95,000원*5명*12월 5,700    . 기능10급  

400,000원*1명*12월 4,800    . 계약직 (가등급)  

250,000원*3명*12월 9,000    . 계약직 (나등급)  

155,000원*2명*12월 3,720    . 계약직 (다등급)  

50,000원*121명*12월 72,600  ㅇ 대민활동비  

24,660  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원*4과*12월+5,000원*11명*12월 15,060    . 도시계획국  

200,000원*4반*12월 9,600    . 지역균형발전추진단  

36,374(11-2422-121-201-01) 일반운영비

29,885  ㅇ도시계획시설(입안) 신문공고료  

40,000원*4단*10㎝*20회*2개일간지*1.1*30% 21,120    .중앙지  

16,600원*4단*10㎝*20회*2개일간지*1.1*30% 8,765    .경제지  

4,856  ㅇ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  

157원*500부*10건*10회*30% 2,355    .시의회 의견청취자료 인쇄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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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원*70매*5회 961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설명용 복사  

4,400원*70매*5회 1,540    .시의회및도시계획위원회설명용 OHP필름복사  

2,500원*30종*12월 900  ㅇ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733  ㅇ도시계획시설 결정용 지도  

5,230원*7매*5회*50% 92    .서울시 도시계획총괄도(1/50,000)  

13,360원*7매*5회*50% 234    .서울시 도시계획총괄도(1/25,000)  

4,940원*7매*5회*50% 87    .서울시 백도(1/50,000)  

11,620원*7매*5회*50% 204    .서울시 백도(1/25,000)  

3200원*7매*5회*50% 56    .서울시 계획용 백도(1/10,000)  

3,390원*7매*5회*50% 60    .서울시 구별 행정구역도(반절지)  

10,000(11-242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ㅇ시설계획업무 추진  

500,000원*6회 3,000    . 유관기관 및 의회업무협의  

40,000원*30명*4회 4,800    . 자문위원 회의비 등  

2,200,000원*1식 2,200    . 시민공청회 등  

41,504(11-2423-121-201-01) 일반운영비

12,400  ㅇ지적법규·제도의 운영  

4,500원*300부 1,350    .지적행정 역점지침서  

10원*250,000매*1종 2,500    .지가조사안내문  

1,500원*500부 750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0원*700부 1,750    .토지가격비준표  

150원*5,000부*2종 1,500    .지가조사공고문 등  

2,500원*500부 1,250    .지가프로그램 책자  

5,500원*50매*12월 3,300    .지적(임야)도 용지  

7,646  ㅇ지적 및 토지기록을 위한 소모품  

100,000원*22개 2,200    .광디스크  

15,000원*40개 600    .데이타테이프  

47,000원*2개*12월 1,128    .폴리에스텔필림  

24,000원*10개*12월 2,880    .제도펜(플로터용)  

3,500원*3개*12월 126    .독취용 매직테이프  

25,000원*12월 300    .잉크(제도용)  

6,000원*1개*12월 72    .전산제도용 볼펜  

10,000원*10권 100    .온·습도기록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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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2개*12월 240    .온·습도기록계펜  

746  ㅇ지적측량 및 지가조사  

3,330원*60매 200    .서울시 지번약도  

11,840원*20매 237    .서울시 도시계획총괄도  

32,000원*2셋트 64    .서울시 행정구역도(1/25,000)  

10,480원*10매 105    .서울시 백도(1/25,000)  

1,400원*100매 140    .서울시 기본도(지형도)(1/25,000)  

15,000원*30권*2회 900  ㅇ토지관련예규 및 사례집 발간  

396  ㅇ토지기록의 지적전산망 운영  

25,000원*12월 300    .지적 및 토지전산온라인 사용  

8,000원*12월 96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통신망운영  

15,816  ㅇ지적전산토지기록의 전산운영및장비유지관리  

11,400,000원*8% 912    .항온항습기유지  

6,500,000원*8% 520    .자동전압장치유지비  

176,000원*38대*50% 3,344    .다기능 사무기기유지비  

50,000원*6대*80% 240    .전산프린트유지비  

135,000,000원*8% 10,800    .전산장비유지비  

3,600  ㅇ토지이용심사 및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100,000원*6인*6회 3,600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10,000(11-242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ㅇ지적업무 시책추진비  

200,000원*4회 800    .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운영  

200,000원*30회 6,000    . 토지관리업무 의회 및 유관기관협의  

200,000원*4회 800    . 지방지적위원회운영  

200,000원*2회 400    .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업무추진  

2,000,000원 2,000    . 토지관리업무추진비  

6,120(11-2423-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30,000원*17인*12월 6,120  ㅇ토지관리직원 활동비  

1,080(11-2423-121-301-11) 기타보상금

1,080  ㅇ 지방지적위원 조사활동비  

30,000원*6인*6회 1,080    .지방지적위원 조사활동비  

101,657(11-2424-121-201-01) 일반운영비

99,657  ㅇ지구단위계획 자문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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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5매 250    .도시계획 백도 구입  

1,200,000원*24회 28,800    .심의안 작성  

1,661원*30롤 50    .슬라이드 현상(120mm)  

450원*600매 270    .슬라이드 현상(3*5)  

1,245원*150매 187    .슬라이드 현상(3*7)  

5,000원*40매*12회 2,400    .칼라복사  

100,000원*15명*24회 36,000    .공동위원회 운영  

150,000원*3시간*24회 10,800    .속기사(회의록)수수료  

2,500원*5,000부*1회 12,500    .지구단위계획 홍보물 제작  

2,000,000원*2회 4,000    .지구단위계획포럼관련 자료발간  

100,000원*11명*4회 4,400    .지구단위계획 자문회의 운영수당  

100,000원*10명*2회 2,000  ㅇ건설기술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위원 수당  

10,000(11-2424-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ㅇ도시관리업무 시책추진  

300,000원*6회 1,800    .지구단위계획업무 추진  

30,000원*15명*6회 2,700    .아파트지구기본계획수립조정자문위원회운영  

30,000원*10명*6회 1,800    .도시관리업무관련 전문가 포럼  

3,700,000원*1식 3,700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111,450(11-2425-121-201-01) 일반운영비

5,000원*50매 250  ㅇ 도면구입비  

60,000  ㅇ 업무보고서 등 유인물 인쇄  

10,000,000원*1식 10,000    . 회의자료  

10,000,000원*1식 10,000    . 업무보고자료  

10,000,000원*1식 10,000    . 안내책자 및 홍보물  

200,000원*100부 20,000    . 행정사무감사자료  

10,000,000원*1식 10,000    . 기타 유인물 인쇄  

100,000원*25명*12회 30,000  ㅇ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수당  

100,000원*6명*12회 7,200  ㅇ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 운영수당  

100,000원*10명*6회 6,000  ㅇ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 운영수당  

2,000,000원*4회 8,000  ㅇ 시민공청회  

84,000(11-2425-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0,000원*1식 36,000  ㅇ 도시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 조정  

18,000,000원*1식 18,000  ㅇ 뉴타운 등 지역균형발전사업 총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4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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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원*1식 10,000  ㅇ 뉴타운 사업 추진  

10,000,000원*1식 10,000  ㅇ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10,000,000원*1식 10,000  ㅇ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추진  

97,336(25-1111-121-201-01) 일반운영비

349  ㅇ체비지관리  

69,700원*5권 349    .서울시지번약도  

43,568  ㅇ환지,압류(해제)등기  

1,200원*1,000건 1,200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1,000원*200건+5,000원*160건 1,000    .대법원수입증지  

50,000원*10종 500    .우편료(일반) 등  

208,000원*50건 10,400    .측량수수료  

3,000,000원*10건 30,000    .소송비용  

1,170*400건 468    .등기우편 송달료  

53,419  ㅇ도시개발  

40,000원*3단*8cm*8회*3개일간지*1.1 25,344    .공청회 및 의견청취공고  

70,000원*10명*2회 1,400    .도시개발전문가 운영수당  

5,000원*20매*12회 1,200    .칼라복사  

157원*500부*8건*10회 6,280    .시의회 의견청취자료 인쇄비  

2,750원*70매*5회 963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설명용 복사  

5,000원*70매*5회 1,750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설명용 OHP필름복사  

13,400원*10매*12회 1,608    .서울시 도시계획도(1/25,000)  

5,230원*10매*12회 628    .서울시 도시계획도(1/50,000)  

5,100원*10매*5회 255    .서울시 백도(1/50,000)  

11,620원*10매*5회 581    .서울시 백도(1/50,000)  

3,400원*10매*5회 170    .서울시 구별 행정구역도(반절지)  

1,033원*200부*6회 1,240    .관계법령정비  

30,000원*400부 12,000    .도시개발법개정책자 발간  

3,840(25-1111-121-202-01) 국내여비

3,840  ㅇ기타업무추진 여비  

10,000원*4일*3명*12월 1,440    .도시관리과(도시개발업무추진)  

10,000원*4일*5명*12월 2,400    .재산관리과(채비지매각관리)  

2,500(25-111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  ㅇ시책추진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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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10건 1,000     .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250,000원*2회 500     . 도시개발계획수립  

500,000원*2회 1,000     . 간담회,공청회등 시민의견수렴  

9903 반환금및기타 400,000 50,000 -350,000

50,000(25-1111-422-802-03) 과오납금등

50,000,000원*1식 50,000ㅇ 체비지매각대금 반환금  

9905 교부금 4,358,000 1,609,000 -2,749,000

1,609,000(25-1111-422-308-02) 징수교부금

1,609,000,000원*1식 1,609,000  ㅇ체비지 매각,대부료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9906 예비비 768,489 3,201,469 2,432,980

3,201,469(25-1411-410-801-01) 예비비

3,201,469,000원 3,201,469  ㅇ예비비  

9911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07,591,750 267,566,034 59,974,284

267,566,034(11-2421-421-701-01) 기타회계전출금

267,566,034  ㅇ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19,138,000,000원*75% 239,353,500    . 2004 도시계획세 75%  

37,616,712,000원*75% 28,212,534    . 2002 결산결과 도시계획세 미반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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