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5
20052004 2006

2004

도시계획국
(X-2,159)

249,219778,472 529,253

(X6,233) (X8,392)

전략목표 1: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서울발전
도모

-7584,335 5,093

성과목표 1-1: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의 입체적 관리기반 구축 7661,239 473

-도시기본계획 주요 집행계획 수립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용산 군이적지 주변 지구단위계획 보완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에 관한 연구 추진율 40% 6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성과목표 1-2: 종합적 도시경관 조성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 조성 -1,5243,096 4,620

-도시경관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60% 4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숭례문 광장 및 보행벨트 조성율 100% 숭례문 광장 및 보행벨트 조성 여부

-광화문 보행벨트 조성율 100% 광화문 보행벨트 조성 여부

-평창동 원형택지 관리방안 수립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전략목표 2: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입체적 도시관리 기반 구
축

2,28433,755 31,471

성과목표 2-1: 지구단위계획제도 정착으로 도시관리 질적 수준 제고 -1,0421,584 2,626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도입방안 연구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율 30% 7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정주환경 실태분석 및 진단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추진율 30% 7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도시계획국1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5
20052004 2006

2004

-지구단위계획 제도 연구 건수 2건 2건 2건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건수 2건 2건 2건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율 72개소 15개소(87개소) 12개소(99개소)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성과목표 2-2: 전략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1,3502,000 3,350

-대학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수 4개소 4개소(8개소)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시행 구역수 4개소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40% 6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명동 관광특구 환경정비계획 수립 5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명동관광특구 교통영향 평가 시행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성과목표 2-3: 공공·민간협력에 의한 도시의 쾌적성 및 경쟁력 향상 4,67630,171 25,495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공공부문 사업 추진율 90% 10%(100%) 공정률 확인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민간부문 사업 추진율 10% 30%(40%) 정비대상 시설물중 정비 추진률 확인

-경희대앞 환경정비사업 공공부문 사업 추진율 60% 40%(100%) 공정률 확인

-경희대앞 환경정비사업 민간부문 사업 추진율 10% 30%(40%) 정비대상 시설물중 정비 추진률 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시기반시설 정비율 18% 22%(40%) 40%(80%) 정비대상 시설물중 정비 추진률 확인

전략목표 3: 도시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128200 72

성과목표 3-1: 도시계획시설 확충·정비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128200 72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허용기준 마련 개소
수

151개소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공원녹지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만㎡) 15 10(25) 10(35)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성과목표 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 00 0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70% 20%(90%) 1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매수청구 현황 분석 및 대지보상 추진단 운영 4회 4회 4회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도시계획국2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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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4: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행정 서비스 제고
(X-94)

9,1839,524 342

(X0) (X94)

성과목표 4-1: 도시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 8,7868,786 0

-서울 도시·건축 문화관 건립 추진율 30%(30%) 40%(7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도시모형 제작 공정율 10%(10%) 50%(6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적측량 기준점 표고(고도) DB구축 기준점 개수 4,000점 4,000점 3,683점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본번의 부지번 변경사업 추진 건수(필지) 300 700(1,000) 700(1,7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성과목표 4-2: 도시계획 및 토지관련 정보의 전산화로 시민편의 증진

(X-94)

397738 342

(X0) (X94)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유지관리 용역 추진
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전략목표 5: 지역균형발전도모
(X-2,065)

-6,738146,681 153,420

(X6,233) (X8,298)

성과목표 5-1: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54,95798,357 43,400

-은평 뉴타운사업 진도율 15%(35%) 15%(50%) 20%(7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길음 뉴타운사업 진도율 25%(50%) 15%(65%) 15%(8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왕십리 뉴타운사업 진도율 20%(45%) 15%(60%) 20%(8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2차 뉴타운사업 진도율 23%(29%) 25%(54%) 15%(69%)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3차 뉴타운사업 진도율 10%(10%) 15%(25%)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성과목표 5-2: 촉진지구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다핵화 -57,40032,100 89,500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진도율 40%(40%) 40%(80%) 2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도시계획국3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5
20052004 2006

2004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진도율 5%(5%) 45%(50%) 30%(8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성과목표 5-3: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X-2,065)

-4,29516,224 20,520

(X6,233) (X8,298)

-환경개선사업 시행 시장수 21개소(56개소) 15개소(71개소) 14개소(85개소) 사업시행 결과 확인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 시장수 10개소(68개소) 15개소(83개소) 15개소(98개소) 사업시행구역 선정 확인

-활성화 연구용역 및 경영현대화 시행 재래시장수 9개소(29개소) 2개소(31개소) 7개소(38개소) 사업시행 재래시장수 확인

전략목표 9: 일반예산 245,120583,977 338,856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245,120583,977 338,856

도시계획국4



2005-01-15

도시계획국 529,253,492 778,472,213 249,218,721

(X8,392,142) (X6,233,000) (X-2,159,142)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동북아 중심
도시로의 서울발전 도모

전략목표 : 5,093,278 4,334,827 -758,451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의 입체적
관리기반 구축

성과목표 : 473,278 1,238,928 765,65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도시기본계획 주요 집행계획 수립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용산 군이적지 주변 지구단위계획 보완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에 관한 연구 추진율 40% 6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0119 준공업지역 혼재도면 보완 0 40,000 40,000

40,000(11-2421-220-207-01) 용역비

40,000,000원*1식 40,000  ㅇ준공업지역 혼재도면 보완 용역  

0123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0 300,000 300,000

300,000(11-2422-220-207-01) 용역비

300,000,000원*1식 300,000  ㅇ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0146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에 관한 연구 0 240,000 240,000

240,000(11-2421-220-207-01) 용역비

240,000,000원*1식 240,000  ㅇ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에 관한 연구  

0153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33,278 128,928 -4,350

108,768(11-2421-122-201-01)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1 도시계획국



7,020  ㅇ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500,000원*2회 1,000    ·전문서적 구입  

20,200원*100부 2,020    ·연구실적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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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48  ㅇ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5,34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00,000원*12회 8,400      -심의안 작성  

1,185원*800매 948      -슬라이드 현상(3*7)  

5,000원*100매*12월 6,000      -칼라복사  

67,200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100,000원*21명*24회 50,400      -본회의  

100,000원*21명*8회 16,800      -분과위원회(3개분과)  

19,200    ·도시계획위원회 속기사 수수료  

400,000원*1명*24회 9,600      -본회의 속기사 수수료  

400,000원*1명*24회 9,600      -분과위원회 속기사 수수료  

20,160(11-2421-122-301-11) 기타보상금

20,160  ㅇ도시계획위원회위원 조사활동비  

30,000원*21명*24회 15,120    ·본회의  

30,000원*21명*8회 5,040    ·분과위원회(3개 분과)  

0154 도시기본계획 주요 집행계획 수립 0 200,000 200,000

200,000(11-2421-220-207-01) 용역비

200,000,000원*1식 200,000  ㅇ도시기본계획 주요 집행계획 수립 용역  

0178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 100,000 180,000 80,000

180,000(11-2421-220-207-01) 용역비

180,000,000원*1식 180,000  ㅇ용산 군 이전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0183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 0 150,000 150,000

150,000(11-2421-220-207-01) 용역비

150,000,000원*1식 150,000  ㅇ수도권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용역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2 도시계획국



종합적 도시경관 조성으로 쾌적하고 친환
경적인 생활공간 조성

성과목표 : 4,620,000 3,095,899 -1,524,10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도시경관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60% 4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숭례문 광장 및 보행벨트 조성율 100% 숭례문 광장 및 보행벨트 조성 여부

광화문 보행벨트 조성율 100% 광화문 보행벨트 조성 여부

평창동 원형택지 관리방안 수립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0190 평창동 원형택지 관리방안 연구 0 45,000 45,000

45,000(11-2422-220-207-01) 용역비

45,000,000원*1식 45,000  ㅇ평창동 원형택지 관리방안연구  

0191 생태도시포럼 운영 0 13,100 13,100

2,500(11-2422-122-201-01) 일반운영비

5,000원*500부 2,500  ㅇ포럼책자 발간  

10,600(11-2422-122-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00,000원*1식 2,000  ㅇ발제자 수당  

100,000원*3명*10회 3,000  ㅇ토론,사회자 수당  

5,600  ㅇ우수사례 견학  

10,000원*40명*2일 800    · 교통비  

5,000원*40명*5식 1,000    · 급량비  

25,000원*40명 1,000    · 숙박비  

1,200,000원*1식 1,200    · 강사료  

600,000원*1식 600    · 사례발표수당  

1,000,000원*1식 1,000    · 장소임차료  

0195 생태도시관련 국제 심포지움 개최 0 37,799 37,799

12,699(11-2422-122-201-01) 일반운영비

6,900,000원*1식 6,900  ㅇ행사장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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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0원*1식 1,250  ㅇ행사진행 경비  

4,549,000원*1식 4,549  ㅇ행사준비 경비  

18,080(11-2422-122-202-04) 외빈초청여비

18,080  ㅇ외국 전문가 추천  

14,480,000원*1식 14,480    ·항공료(4개국)  

300,000원*4인*3일 3,600    ·체제비  

7,020(11-2422-122-301-09) 행사실비보상금

2,820,000원*1식 2,820  ㅇ발표수당  

4,000,000원*1식 4,000  ㅇ사회,토론수당  

5,000원*20명*2회 200  ㅇ참석자 급량비  

0202 광화문, 숭례문 광장 조성 4,350,000 3,000,000 -1,350,000

3,000,000(11-2422-220-401-01) 시설비

3,000,000,000원*1식 3,000,000  ㅇ공사비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입체적
도시관리 기반 구축

전략목표 : 31,470,855 33,755,210 2,284,355

지구단위계획제도 정착으로 도시관리 질적
수준 제고

성과목표 : 2,626,000 1,584,000 -1,04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도입방안 연구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율 30% 7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정주환경 실태분석 및 진단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추진율 30% 7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구단위계획 제도 연구 건수 2건 2건 2건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건수 2건 2건 2건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율 72개소 15개소(87개소) 12개소(99개소)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0101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170,000 50,000 -120,000

50,000(11-2424-220-207-01)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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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1식

50,000  ㅇ주민협정제도 도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방안 연구  

0137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00,000 1,064,400 -935,600

14,400(11-2424-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원*12월*4회*3명 14,400  ㅇ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자문위원회 운영  

1,050,000(11-2424-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050,000,000원*1식 1,050,000  ㅇ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원  

0188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0 200,000 200,000

200,000(11-2424-220-207-01) 용역비

200,000,000원*1식 200,000  ㅇ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0189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0 69,600 69,600

58,800(11-2424-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원*18명*20회 36,000  ㅇ위원회참석수당  

700,000원*20회 14,000  ㅇ심의자료 작성  

40,000원*1개*20회 800  ㅇ칼라잉크  

400,000원*20회 8,000  ㅇ속기사 수수료  

10,800(11-2424-122-301-11) 기타보상금

30,000원*18명*20회 10,800  ㅇ위원 조사활동비  

0197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0 200,000 200,000

200,000(11-2424-220-207-01) 용역비

200,000,000원*1식

200,000  ㅇ 서울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 용역  

전략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성과목표 : 3,350,000 2,000,000 -1,3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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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수 4개소 4개소(8개소)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시행 구역수 4개소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40% 6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명동 관광특구 환경정비계획 수립 5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명동관광특구 교통영향 평가 시행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0186 대학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0 2,000,000 2,000,000

500,000(11-2424-220-207-01)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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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0(11-2424-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000원*3개소 1,500,000  ㅇ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  

공공·민간협력에 의한 도시의 쾌적성 및 경
쟁력 향상

성과목표 : 25,494,855 30,171,210 4,676,35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공공부문 사업 추진율 90% 10%(100%) 공정률 확인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민간부문 사업 추진율 10% 30%(40%) 정비대상 시설물중 정비 추진률 확인

경희대앞 환경정비사업 공공부문 사업 추진율 60% 40%(100%) 공정률 확인

경희대앞 환경정비사업 민간부문 사업 추진율 10% 30%(40%) 정비대상 시설물중 정비 추진률 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시기반시설 정비율 18% 22%(40%) 40%(80%) 정비대상 시설물중 정비 추진률 확인

0149 면목4동 1341-12~1341-10간 도로확장공사 0 220,000 220,000

220,000(25-1212-220-401-01) 시설비

180,000,000원*1식 180,000  ㅇ보상비  

40,000,000원*1식 40,000  ㅇ공사비  

0256 성내천좌안 분류식하수도 정비공사 2,900,000 8,500,000 5,600,000

8,5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8,500,000,000원*1식 8,500,000  ㅇ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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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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9 대방동 서울공고주변 하수관거개량공사 600,000 1,800,000 1,200,000

1,8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1,800,000,000원*1식 1,800,000  ㅇ공사비  

0295 둔촌동 436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 0 800,000 800,000

8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800,000,000원*1식 800,000  ㅇ공사비  

0301 경부고속도로주변녹지보상 5,410,000 13,000,000 7,590,000

13,000,000(25-1212-220-401-01) 시설비

13,000,000,000원*1식 13,000,000  ㅇ보상비  

0410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0 2,850,000 2,850,000

2,850,000(25-1213-220-401-01) 시설비

2,850,000,000원*1식 2,850,000  ㅇ공사비  

0411 경희대앞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0 2,000,000 2,000,000

2,000,000(25-1213-220-401-01) 시설비

2,000,000,000원*1식 2,000,000  ㅇ공사비  

6101 도시개발관련사업 693,855 701,210 7,355

171,610(25-1111-122-201-01) 일반운영비

171,610  ㅇ체비지매각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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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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00(25-1111-122-303-01) 포상금

29,600,000원*1식 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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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으로 국제 경쟁
력 강화

전략목표 : 72,000 200,000 128,000

도시계획시설 확충·정비를 통한 지역간 균
형발전 도모

성과목표 : 72,000 200,000 128,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허용기준 마련 개소
수

151개소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공원녹지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만㎡) 15 10(25) 10(35)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0148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방안 수립 0 200,000 200,000

200,000(11-2422-220-207-01) 용역비

200,000,000원*1식 200,000  ㅇ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허용범위 설정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행정 서비스 제고전략목표 : 341,536 9,524,362 9,182,826

(X94,176)  (X-94,176)

도시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성과목표 : 0 8,786,000 8,7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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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서울 도시·건축 문화관 건립 추진율 30%(30%) 40%(7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도시모형 제작 공정율 10%(10%) 50%(6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적측량 기준점 표고(고도) DB구축 기준점 개수 4,000점 4,000점 3,683점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본번의 부지번 변경사업 추진 건수(필지) 300 700(1,000) 700(1,7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0113 서울 도시모형 전시관 건립 0 8,676,000 8,676,000

8,405,000(11-2421-220-401-01) 시설비

206,000,000원*1식 206,000  ㅇ기본설계비  

328,000,000*1식 328,000  ㅇ실시설계비  

37,000,000*1식 37,000  ㅇ설계보상비  

134,000,000원*1식 134,000  ㅇ토지매입비  

7,500,000,000원*1식 7,500,000  ㅇ공사비  

200,000,000원*1식 200,000  ㅇ모형제작  

271,000(11-2421-220-401-02) 감리비

271,000,000원*1식 271,000  ㅇ감리비  

0163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용 도면제작 0 110,000 110,000

110,000(11-2421-122-201-01) 일반운영비

110,000,000원*1식 110,000  ㅇ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용 도면제작  

도시계획 및 토지관련 정보의 전산화로 시
민편의 증진

성과목표 : 341,536 738,362 396,826

(X94,176)  (X-94,17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유지관리 용역 추진율 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0109 부동산중개업소 특별관리 7,360 7,042 -318

7,042(11-2423-122-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7,000원*12월*3명 1,332  ㅇ공익근무요원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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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12월*3명 2,700  ㅇ공익근무요원 급식비  

40,000원*12월*3명 1,440  ㅇ공익근무요원 교통비  

40,000원*12월*3명 1,440  ㅇ공익근무요원 여비  

34,924,790원*3명*0.05% 53  ㅇ사망보상금  

7,716,070원*3명*0.33% 77  ㅇ장애보상금  

0304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유지관리 용역 0 527,320 527,320

527,320(11-2421-122-201-01) 일반운영비

527,320,000원*1식 527,320  ㅇ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0508 지적측량업무를 위한 GPS측량장비 및 차량 구매 0 154,000 154,000

154,000(11-2423-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000원*1식 130,000  ㅇGPS측량장비 구매  

24,000,000원*1식 24,000  ㅇ차량 구매  

6103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서전산화 사업 200,000 50,000 -150,000

50,000(25-1212-220-207-02) 전산개발비등

50,000,000원*1식 50,000  ㅇ토지구획정리사업 문서전산화  

지역균형발전도모전략목표 : 153,419,542 146,681,130 -6,738,412

(X8,297,966) (X6,233,000) (X-2,064,966)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성과목표 : 43,400,000 98,357,000 54,957,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은평 뉴타운사업 진도율 15%(35%) 15%(50%) 20%(7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길음 뉴타운사업 진도율 25%(50%) 15%(65%) 15%(8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왕십리 뉴타운사업 진도율 20%(45%) 15%(60%) 20%(8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2차 뉴타운사업 진도율 23%(29%) 25%(54%) 15%(69%)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3차 뉴타운사업 진도율 10%(10%) 15%(25%)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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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길음 뉴타운 개발 사업 41,000,000 15,157,000 -25,843,000

15,157,000(25-1214-220-401-01) 시설비

9,499,000,000원*1식 9,499,000  ㅇ 보상비  

5,658,000,000원*1식 5,658,000  ㅇ 공사비  

0408 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2,400,000 6,000,000 3,600,000

6,000,000(25-1214-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00,000,000원*10개소

6,000,000  ㅇ추가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원(10개소)  

0412 2차 뉴타운사업지구 전략사업 0 77,200,000 77,200,000

77,200,000(25-1214-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7,200,000,000원*1식 77,200,000  ㅇ2차 뉴타운지구 개발사업 지원(12개소)  

촉진지구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다핵
화

성과목표 : 89,500,000 32,100,000 -57,4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진도율 40%(40%) 40%(80%) 2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진도율 5%(5%) 45%(50%) 30%(8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0167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4,500,000 2,100,000 -2,400,000

2,100,000(11-2425-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700,000,000원*3개소 2,100,000  ㅇ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원(3개소)  

0406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 85,000,000 30,000,000 -55,000,000

30,000,000(25-1214-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00원*1식 30,000,000  ㅇ균형발전 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 지원(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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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성과목표 : 20,519,542 16,224,130 -4,295,412

(X8,297,966) (X6,233,000) (X-2,064,96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환경개선사업 시행 시장수 21개소(56개소) 15개소(71개소) 14개소(85개소) 사업시행 결과 확인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 시장수 10개소(68개소) 15개소(83개소) 15개소(98개소) 사업시행구역 선정 확인

활성화 연구용역 및 경영현대화 시행 재래시장수 9개소(29개소) 2개소(31개소) 7개소(38개소) 사업시행 재래시장수 확인

0156 국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0,076,466 8,133,230 -1,943,236

(X8,120,466) (X6,233,000) (X-1,887,466)

8,133,230(11-2425-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133,230,000원*1식 8,133,230  ㅇ8개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X6,233,000)

0157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 119,750 12,000 -107,750

(X87,500)  (X-87,500)

12,000(11-242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5,000,000원*2개시장*30%*80% 12,000  ㅇ2개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지원  

0159 시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0,165,000 7,530,000 -2,635,000

7,530,000(11-2425-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530,000,000원*1식 7,530,000  ㅇ8개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0169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 122,826 412,100 289,274

(X65,000)  (X-65,000)

5,400(11-2425-122-201-01) 일반운영비

5,400ㅇ재래시장관계자 워크샵 개최  

5,000원*100부 500    ·유인물제작  

200,000원*5명 1,000    ·강사수당  

450,000원*2대*3일 2,700    ·차량임차  

100,000원*2개 200    ·현수막  

1,000,000원*1식 1,000    ·장소임차료  

6,700(11-2425-122-301-09) 행사실비보상금

6,700ㅇ재래시장 관계자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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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60명*3일*3식 2,700    ·참석자 급량비  

25,000원*60명*2일 3,000    ·숙박비  

1,000,000원*1식 1,000    ·사례발표 수당 지급  

400,000(11-242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0,000원*1식 400,000  ㅇ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0192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사업 0 26,000 26,000

26,000(11-2425-122-201-01) 일반운영비

25,000,000원*1식 25,000  ㅇ재래시장소식지 발간  

20,000원*50명 1,000  ㅇ재래시장활성화 유공자 표창  

0193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0 47,200 47,200

40,000(11-2425-122-201-01) 일반운영비

28,800  ㅇ재래시장활성화 위원회 운영  

100,000원*20명*12회 24,000    ·위원회 수당  

400,000원*1명*12회 4,800    ·속기사 수수료  

1,200  ㅇ활성화 지원 업무교육  

150,000원*2명*4회 1,200    ·강사수당  

10,000원*1,000부 10,000  ㅇ지원업무편람 발간  

7,200(11-2425-122-301-11) 기타보상금

30,000원*20명*12회 7,200  ㅇ활성화위원회 조사활동비  

0194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 0 63,600 63,600

63,600(11-2425-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원*25명*12회 30,000  ㅇ지역균형발전위원회  

100,000원*6명*12회 7,200  ㅇ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100,000원*20명*12회 24,000  ㅇ지원평가자문위원회  

2,000원*50부*24회 2,400  ㅇ위원회 회의자료  

일반예산전략목표 : 338,856,281 583,976,684 245,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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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산성과목표 : 338,856,281 583,976,684 245,120,403

성과지표 :  검증방법 :

9901 인건비 8,178,560 9,359,121 1,180,561

4,693,006(11-2421-110-101-01) 기본급

3,370,864  ㅇ 일반직(157명)  

 66,992,000원*1명*1.022 68,466    · 3급  

 2,332,100원*8명*12월*1.024 229,255    · 4급  

 2,060,600원*29명*12월*1.024 734,299    · 5급  

 1,750,600원*76명*12월*1.024 1,634,865    · 6급  

 1,341,700원*42명*12월*1.024 692,447    · 7급  

 938,400원*1명*12월*1.024 11,532    · 8급  

176,879  ㅇ 기 능 직(13명)  

1,555,600원*2명*12월*1.024 38,231    · 7급  

1,321,700원*1명*12월*1.024 16,242    · 8급  

1,082,500원*7명*12월*1.024 93,113    · 9급  

794,600원*3명*12월*1.024 29,293    · 10급  

3,479,277,000원*1/6 579,880  ㅇ 기말수당  

3,479,277,000원*1.95*1/12 565,383  ㅇ 정근수당  

1,320,062(11-2421-110-101-02) 수당

771,913  ㅇ 시간외수당  

725,072    · 일반직  

8,506원*29명*12월*55시간*1.024 166,713      - 5급  

7,216원*76명*12월*55시간*1.024 370,642      - 6급  

6,475원*42명*12월*55시간*1.024 183,795      - 7급  

5,802원*1명*12월*55시간*1.024 3,922      - 8급  

46,841    · 기능직  

6,475원*2명*12월*55시간*1.024 8,753      - 7급  

5,802원*1명*12월*55시간*1.024 3,922      - 8급  

5,204원*7명*12월*55시간*1.024 24,620      -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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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8원*3명*12월*55시간*1.024 9,546      - 10급  

48,001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48,000원*171명*0.17*4회 5,582    · 중학교  

364,800원*171명*0.17*4회 42,419    · 고등학교  

112,451  ㅇ 가족수당  

30,000원*171명*0.82*12월 50,480    · 배우자  

20,000원*171명*1.51*12월 61,971    · 기타가족  

199,680  ㅇ 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56명*12월 87,360    · 2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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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원*32명*12월 30,720    · 15년 - 20년 미만  

60,000원*30명*12월 21,60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12명*12월 7,200    · 5년 - 10년 미만  

69,720  ㅇ 특수업무 수당  

65,520    · 기술업무수당  

50,000원*21명*12월 12,600      - 5급,소방령 이상  

30,000원*72명*12월 25,920      - 6,7급,소방경,위  

20,000원*5명*12월 1,200      - 8급,소방장 이하  

25,800      - 가산금  

50,000원*6명*12월 3,600       = 기술사  

30,000원*47명*12월 16,920       = 기능장,기사  

20,000원*22명*12월 5,280       = 산업기사  

4,200    · 전산업무수당  

50,000원*7명*12월 4,200      - 3년이상 근무자  

25,219  ㅇ 관리업무 수당  

2,388,070원*8명*12월*0.11 25,219    · 일반직  

87,678  ㅇ 대우공무원수당  

3,479,277,000원*0.42*0.06 87,678    · 대우공무원수당  

50,000원*9명*12월 5,400  ㅇ 모범공무원 수당  

277,680(11-242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178명*12월 277,680  ㅇ정액급식비  

266,640(11-2421-110-101-04) 교통보조비

266,640  ㅇ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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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8명*12월 13,440    · 4급  

140,000원*29명*12월 48,720    · 5급  

130,000원*76명*12월 118,560    · 6급  

130,000원*42명*12월 65,520    · 7급  

120,000원*1명*12월 1,440    · 8급  

130,000원*2명*12월 3,120    · 기능7급  

120,000원*1명*12월 1,440    · 기능8급  

120,000원*7명*12월 10,080    · 기능9급  

120,000원*3명*12월 4,320    · 기능10급  

434,910(11-2421-110-101-05) 명절휴가비

3,479,277,000원*1/12*150% 434,910  ㅇ명절휴가비  

724,850(11-2421-110-101-06) 가계지원비

724,850  ㅇ가계지원비  

3,479,277,000원*1/12*250% 724,850    · 일반,소방,연구,지도,기능  

217,042(11-2421-110-101-07) 연가보상비

217,042  ㅇ연가보상금  

3,479,277,000원*20일*1/12*1/24*0.85

205,374    · 일반,소방,연구,지도,기능  

68,466,000원*20일*1/12*1/24*0.85*0.53 2,142    · 연봉제(계약직)  

278,216,000원*20일*1/12*1/24*0.85*0.58

9,526    · 연봉제(전임계약직)  

318,145(11-2421-110-101-08) 기타직보수

318,145  ㅇ 계약직(7명)  

278,216    · 급여  

278,216      - 기본급  

51,791,000원*1명*1.024 53,034       = 가급  

41,948,000원*3명*1.024 128,865       = 나급  

31,353,000원*3명*1.024 96,317       = 다급  

35,501    ·  수당  

278,216,000원*58%*0.5*1.5/192*55시간*1.024

35,501      - 시간외 근무수당  

899    · 자녀학비보조수당  

48,000원*7명*4회*0.06 81      -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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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00원*7명*4회*0.08 818      - 고등학교  

3,529    · 가족수당  

30,000원*7명*12월*0.64 1,613      - 배우자  

20,000원*7명*12월*1.14 1,916      - 기타가족  

54,200(11-242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54,200  ㅇ저소득자녀 부업알선  

27,100    · 도시계획국  

21,640원*4명*263일 22,766      -  인부임  

2,300원*4명*263일 2,420      - 중식비  

21,640원*4명*263일*84.05*0.001 1,914      - 보험료  

27,100    · 뉴타운사업추진본부  

21,640원*4명*263일 22,766      - 인부임  

2,300원*4명*263일 2,420      - 중식비  

21,640원*4명*263일*84.05*0.001 1,914      - 보험료  

165,266(11-2421-121-303-01) 포상금

3,479,277,000원*1/12*57% 165,266  ㅇ성과상여금(3급이하, 월급제)  

713,607(11-2421-121-304-01) 연금부담금

562,362  ㅇ 연금부담금  

346,682,000원*0.73*11.076% 28,031    · 연봉(계약)제  

4,824,220,000원*11.076% 534,331    · 월급제  

142,003  ㅇ 퇴직수당부담금  

346,682,000원*0.73*2.7968% 7,079    · 연봉(계약)제  

4,824,220,000원*2.7968% 134,924    · 월급제  

9,242  ㅇ 재해보상부담금  

346,682,000원*0.73*0.182% 461    · 연봉(계약)제  

4,824,220,000원*0.182% 8,781    · 월급제  

173,713(11-242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173,713  ㅇ 건강보험 부담금  

386,611,000원*2.105% 8,139    · 연봉(계약)제  

7,865,724,000원*2.105% 165,574    · 월급제  

9902 기본경비 1,747,917 1,704,113 -43,804

160,454(11-2421-121-201-01) 일반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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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2  ㅇ 공통기본경비  

1,187    · 기본사무용품  

10,000원*116명 1,160      - 사무직  

3,000원*9명 27      - 기타직  

30,000원*116명 3,480    · 기본사무용 종이류  

5,000원*125명 625    · 소규모 수선비  

18,800    · 행정장비수리비  

400,000원*47대 18,800      - 도시계획국(본청)  

50,000원*21팀 1,050    · 도서구입비  

58,700  ㅇ 급량비  

240,000원*125명 30,000    ·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8,700,000원*1식 28,700    · 기타업무추진급량비  

76,612  ㅇ 일반운영비(기타)  

34,800    · 업무보고서 및 행정감사자료  

200,000원*12회 2,400      - 업무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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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입안)공고  

19,636    ·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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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4,400원*70매*10회*50%

1,540      - 시의회,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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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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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0(11-2421-121-202-01) 국내여비

103,000  ㅇ 국내여비  

420,000원*125명 52,500    · 기본업무추진여비  

50,500,000원*1식 50,500    · 기타업무추진여비  

239,960(11-242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6,000,000원*1명 176,000  ㅇ 행정2부시장  

22,000,000원*1명 22,000  ㅇ 1급  

9,000,000원*1명 9,000  ㅇ 2급  

7,200,000원*1명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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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시장)  

40,000  ㅇ 도시계획업무추진  

150,000원*20회 3,000    · 시의회및 유관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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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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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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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40(11-242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240  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240    · 도시계획국  

300,000원*4과*12월 14,400      - 정원30인이하  

5,000원*14명*12월 840      - 초과1인당  

91,200(11-242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91,200  ㅇ 직책급 업무 추진비  

700,000원*1명*12월 8,400    · 1급 (보조)  

600,000원*1명*12월 7,200    · 2급 (보조)  

600,000원*1명*12월 7,200    · 3급 (보조)  

350,000원*8명*12월 33,600    · 4급 (보조)  

100,000원*29명*12월 34,800    · 5급 (보조)  

380,820(11-2421-121-204-02) 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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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20  ㅇ 직급 보조비  

500,000원*1명*12월 6,000    · 3급  

400,000원*8명*12월 38,400    · 4급  

250,000원*29명*12월 87,000    · 5급  

155,000원*76명*12월 141,360    · 6급  

140,000원*42명*12월 70,560    · 7급  

105,000원*1명*12월 1,260    · 8급  

140,000원*2명*12월 3,360    · 기능7급  

105,000원*1명*12월 1,260    · 기능8급  

105,000원*7명*12월 8,820    · 기능9급  

95,000원*3명*12월 3,420    · 기능10급  

400,000원*1명*12월 4,800    · 계약 가급  

250,000원*3명*12월 9,000    · 계약 나급  

155,000원*3명*12월 5,580    · 계약 다급  

81,000(11-242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135명*12월 81,000  ㅇ대민활동비  

36,374(11-2422-121-201-01) 일반운영비

29,885  ㅇ 도시계획시설(입안) 신문공고료  

40,000원*4단*10㎝*20회*2개일간지*33% 21,120    · 중앙지  

16,600원*4단*10㎝*20회*2개일간지*33% 8,765    · 경제지  

4,856  ㅇ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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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3원*70매*5회 961    ·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설명용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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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30종*12월 900  ㅇ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  

733  ㅇ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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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원*7매*5회*50% 56    · 서울시 계획용 백도(1/10,000)  

3,400원*7매*5회*50% 60    · 서울시 구별 행정구역도(반절지)  

10,000(11-242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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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ㅇ 시설계획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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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0  ㅇ 지적법규·제도의 운영  

4,500원*300부 1,350    ·지적행정 역점 지침서 제작  

10원*250,000매 2,500    ·지가조사 안내문 제작  

1,500원*500부 750    ·공인중개사 자격증  

150원*5,000부*2종 1,500    ·지가조사 공고문 등  

5,500원*100매 550    ·지적(임야)도 용지  

5,874  ㅇ 지적 및 토지기록 소모품  

1,000원*1,020장 1,020    ·광디스크  

40,000원*5개*12월 2,400    ·플로터용 잉크  

24,000원*6개*12월 1,728    ·제도펜  

25,000원*12월 300    ·잉크(제도용)  

3,500원*3개*12월 126    ·독취용 매직테이프  

15,000원*20개 300    ·롤플로터용지(A0)  

744  ㅇ 지적측량 및 지가조사  

3,300원*60매 198    ·서울시 지번약도  

11,840원*20매 237    ·서울시 도시계획총괄도  

32,000원*2세트 64    ·서울시 행정구역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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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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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30권*2회 900  ㅇ 토지관련 예규 및 사례집 발간  

12,216  ㅇ 지적전산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  

11,400,000원*8% 912    ·항온항습기 유지비  

6,500,000원*8% 520    ·자동전압장치 유지비  

176,000원*38대*50% 3,344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50,000원*6대*80% 240    ·전산프린트 유지비  

90,000,000원*8% 7,200    ·전산장비 유지비  

11,520  ㅇ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6,398,816원*12% 4,368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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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000원*12% 1,866    ·미들웨어  

44,044,805원*12% 5,286    ·ArcSDE  

100,000원*6인*6회 3,600  ㅇ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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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2,000    · 토지관리업무추진비  

6,120(11-2423-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17명*12월 6,120  ㅇ토지관리직원 활동비  

1,080(11-2423-121-301-11) 기타보상금

1,080  ㅇ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30,000원*6명*6회 1,080    · 지방지적위원 조사활동비  

31,359(11-2424-121-201-01) 일반운영비

40,000원*3단*8cm*7회*2일간지*1.1 14,784  ㅇ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400,000원*6대*50% 1,200  ㅇ 회의실장비유지비  

6,107  ㅇ 지구단위계획관련 회의자료  

1,661원*30롤 50    · 슬라이드 현상(120mm)  

450원*600매 270    · 슬라이드 현상(3*5)  

1,245원*150매 187    · 슬라이드 현상(3*7)  

5,000원*20매*12회 1,200    · 칼라복사  

100,000원*11명*4회 4,400    ·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자문위원회  

9,000  ㅇ 지구단위계획관련 자료발간  

5,000원*500부*2회 5,000    · 지구단위계획 업무편람  

2,500원*800부*2회 4,000    · 지구단위계획포럼관련 자료제작  

268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용도면 구입  

5,230원*5매*3회*50% 40    · 도시계획총괄도(1/50,000)  

13,400원*5매*3회*50% 101    · 도시계획총괄도(1/25,000)  

5,100원*5매*3회*50% 39    · 서울시 백도(1/50,000)  

11,620원*5매*3회*50% 88    · 서울시 백도(1/25,000)  

10,000(11-2424-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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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ㅇ 도시관리업무 시책추진  

30,000원*15명*6회 2,700    · 아파트지구기본계획수립조정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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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000원*1식 5,500    ·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138,042(11-2425-121-201-01) 일반운영비

502  ㅇ 기본사무용품  

10,000원*49명 490    ·사무직  

3,000원*4명 12    · 기타직  

30,000원*49명 1,470  ㅇ기본사무용 종이류  

5,000원*53명 265  ㅇ소규모수선비  

400,000원*30대 12,000  ㅇ행정장비수리비  

50,000원*8팀 400  ㅇ도서구입비  

240,000원*53명 12,720  ㅇ기본업무추진급량비  

27,740,000원*1식 27,74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58,200  ㅇ 업무보고서 등 유인물 인쇄  

200,000원*12회 2,400    ·업무보고서  

250,000원*100부 25,000    ·행정사무감사자료  

5,000원*20부*12회 1,200    ·칼라복사  

2000원*100부*18회 3,600    ·직원교육자료  

10000원*200부*8회 16,000    ·지역균형발전사업지침 및 참고자료  

2,000원*5,000부 10,000    ·지역균형발전사업 안내문 제작  

745  ㅇ도면구입비  

5,000원*100부 500    ·구별 행정구역도  

245,000원*1식 245    ·서울시 지번도(1/5000)  

2000000원*12회 24,000  ㅇ시민공청회  

55,160(11-2425-121-202-01) 국내여비

420,000원*53명 22,26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32,900,000원*1식 32,90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89,000(11-2425-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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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0  ㅇ 뉴타운 총괄  

200,000원*12회 2,400    ·뉴타운사업 관련 전문가 업무협의  

7,000,000원*1식 7,000    ·시의회 및 유관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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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12회 3,600    ·지원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100,000원*25지구*4회 10,000    ·뉴타운지구 주민간담회  

10,000  ㅇ뉴타운 사업  

200,000원*3지구*12회 7,200    ·뉴타운시범지구 관련전문가 업무협의  

2,800,000원*1식 2,800    ·뉴타운 시범지구 주민간담회  

10,000  ㅇ촉진지구사업  

5,800,000원*1식 5,800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유관기관 협의  

4,200,000원*1식 4,200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문가 업무협의  

10,000  ㅇ재래시장대책  

400,000원*6회 2,400    ·재개발,재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400,000원*6회 2,400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 운영  

5,200,000원*1식 5,200    ·재래시장 관계자 간담회  

10,800(11-2425-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80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000원*3반*12월 7,200    ·정원 15인이하  

300,000원*1반*12월 3,600    ·정원 30인이하  

96,660(25-1111-121-201-01) 일반운영비

349  ㅇ체비지관리  

69,700원*5권 349    ·서울시지번약도  

63,752  ㅇ환지,압류(해제)등기  

1,200원*210건*1 252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1,000원*300건*1 300    ·대법원수입증지  

786,000원*10건*1 7,860    ·측량수수료  

5,500,000원*10건*1 55,000    ·소송비용  

1,700*200건*1 340    ·등기우편 송달료  

32,559  ㅇ도시개발  

40,000원*3단*8cm*4회*3일간지*1.1 12,672    ·공청회 및 의견청취공고  

5,000원*20매*12회*1 1,200    ·칼라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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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0원*70매*10회*1 1,925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설명용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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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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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20원*10매*5회 581    ·서울시 백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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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10매*5회 255    ·서울시 백도(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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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원*200부*6회 1,240    ·관계법령정비  

30,000원*200부 6,000    ·도시개발법개정책자 발간  

3,840(25-1111-121-202-01) 국내여비

10,000원*4일*8명*12월 3,840  ㅇ기타업무추진 여비  

2,500(25-111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  ㅇ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원*10건 1,000     ·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250,000원*2회 500     · 도시개발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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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3 반환금및기타 50,000 400,660 350,660

660(11-2425-422-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660,000원*1식 660  ㅇ2002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400,000(25-1111-422-802-03) 과오납금등

400,000,000원*1식 400,000ㅇ 체비지매각대금 반환금  

9904 재투기금예탁금 22,000,000 220,000,000 198,000,000

220,000,000(25-1111-422-704-01) 예탁금

220,000,000,000원*1식 220,000,000  ㅇ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9905 교부금 1,609,000 2,055,000 446,000

2,055,000(25-1111-422-308-02) 징수교부금

2,055,000,000원*1식 2,055,000  ㅇ체비지 매각,대부료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9906 예비비 2,866,869 4,782,790 1,915,921

4,782,790(25-1411-410-801-01) 예비비

4,782,790,000원 4,782,790  ㅇ예비비  

9911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02,403,935 345,675,000 43,2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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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75,000(11-2421-421-701-01) 기타회계전출금

345,675,000  ㅇ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60,900,000,000원*75% 345,675,000    · 2005 도시계획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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