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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기 획 실
개    요

□ 조  직 :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홍강개발지원반), 경 기획관(심사평가담당

관, 재정분석담당관),  금융투자관 (금융도시담당관, 국제비즈니스추진반), 교육기획관(교육지원반)

□ 인  력 : 265명 (1급 1, 2급∼3급 1, 3급1, 4급 7, 4∼5급 1, 5급 43, 6급이하 201, 별정직 1, 계약직 9)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 %%

일반회계

소    계 36,832 100 41,860 100.0 △5,208 △12.0

인 건 비 14,652 39.8 13,561 32.4 1,091 8.0

기본경비 2,744 7.4 2,671 6.4 73 2.7

사 업 비 19,436 52.8 25,628 61.2 △6,192 △24.2

기    타 - - - - - -

※ 2007 공기업(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50,700백만원 별도운

기관임무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조직․정원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법제사무 등 지원을 통해 시정을 효율적으로 정책기획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평가 및 재정분석을 통해 시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 및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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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지표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사항 등 정비대상 규제발굴건수 건 50 70 90 100

∘시정제안 접수 및 심사실적 건 800 950 1,000 1,100

∘예산 절감액 억원 5,000 5,000 5,000 5,000

∘시민만족도 지수향상도 점 71.0 71.5 72.0 72.5

∘중기재정계획의 장래 재정수요 반 율 % 75%이상 80%이상 85%이상 85%이상

∘지하철 건설부채 억원 20,959 14,189 8,807 2,279

∘기금 사업비 집행률 % 84 85 85 85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공정률 % 설계
 20

(20%)

 20

(40%)

 20

(60%)

∘기업민원 발굴건수 건 60 70 80 80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규모 확대 % 36 5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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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체계                                               예산규모  

                           

`

전략목표  9건

성과목표 31건

주요사업 36건

『전략목표Ⅴ』

창의시정 구현 및 자치역량강화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6

  (혁신분권담당관)

『전략목표Ⅲ』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용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1 
  (예산담당관)

『전략목표Ⅱ』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의 생산성 제고
  ⇒ 성과목표 5, 주요사업 4

(조직담당관)

『전략목표Ⅳ』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 권리구제 확대
  ⇒ 성과목표 4, 주요사업 4

  (법무담당관)

『전략목표Ⅵ』
성과관리체계의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운 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4 

   (심사평가담당관)

『전략목표Ⅶ』
효율적 재정운 을 통한 

건정재정기반 구축
  ⇒ 성과목표 5, 주요사업 5

(재정분석담당관)

『전략목표Ⅰ』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 성과목표 5, 주요사업 3
(기획담당관)

『전략목표Ⅷ』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조성
  ⇒ 성과목표 4, 주요사업 7
     (금융도시담당관)

『전략목표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양성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2

     (교육지원반)

전략Ⅳ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 
권리구제 확대(7.5%)

전략Ⅲ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 (1.5%)

36,832

756

9,613

5432,761122

1,280

174

4,095

90

17,398

전략Ⅴ 창의시정 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0.3%)

전략Ⅵ 성과관리체계의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운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3.5%)

전략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0.2%)

전략Ⅰ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2.0%)

전략Ⅷ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조성(11.1%)

전략Ⅱ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의 
생산성 제고(26.1%)

전략Ⅶ 효율적 재정운 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0.5%)

 일반예산(47.2%)

543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X -3,641)
-5,028 36,832 41,860

(X 3,641)

경영기획실

32 756 724전략목표 1: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16 135 151성과목표 1-1: 주요현안과제 종합 조정

-시정현안 대책보고회 개최횟수 4회이상 4회이상 4회이상 시정현안 대책보고회 실적 확인

25 283 258성과목표 1-2: 시의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원활한 시정 추진

-의원요구자료 적기 제출 적정도 98% 99% 99% 요구자료건수대비 기한내 제출건수 확인

-조례 등 안건가결 비율 96% 96% 97% 안건가결비율(가결건수 / 상정건수 × 100)

-13 302 315성과목표 1-3: 광역행정업무 추진 강화

-지방자치발전관련 의제발굴 및 상정 24건이상 24건이상 24건이상 상정안건 실적확인

-협의회 상정안건 합의율 67% 70% 70% 상정안건 대비 합의안건 비율 확인

0 0 0성과목표 1-4: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제고

-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 4건 5건 7건 교류협력사업 추진지원실적 확인

37 37 0성과목표 1-5: 홍강개발 지원 및 국내기업 진출기반 마련

-홍강개발 기본계획 용역진도율 30%(30%) 70%(100%) - 용역진도확인

-홍강개발지원자문단 운영 8회 8회 - 자문단 운영횟수 반영

-홍강개발 워크숍 개최 1회 2회 - 개최횟수 확인

1 경영기획실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1,880 9,613 11,492전략목표 2: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의 생산성 제고

0 0 0성과목표 2-1: 행정수요변동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

-중기 인력운용 기본계획 수립실적 1회 1회 1회 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확인

0 0 0성과목표 2-2: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개혁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사항 처리 발굴건수 50건이상 70건이상 90건이상 발굴건수 확인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사항 처리율 연10%이상 연15%이상 연15%이상 법령사항 건의건수, 우리시 소관 반영 및 이
첩처리건수 확인

-22 158 180성과목표 2-3: 시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접수 및 심사실적 800건 950건 1,000건 접수 및 심사건수확인

-채택된 제안내용의 시정반영비율 90%이상 90%이상 90%이상 채택된 제안내용의 시정반영여부 확인

0 0 0성과목표 2-4: 시책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위원회 관리 및 운영활성화

-합리적인 위원구성(외부위원 위촉률) 80%이상 80%이상 80%이상 위촉률 달성정도

-위원회 정비실적 4개위원회 4개위원회 4개위원회 신규위원회 통합 및 정비 실적 확인

-1,857 9,455 11,312성과목표 2-5: 시정연구기능 강화

-시정연 연구과제 건수 120건 130건 135건 연구결과보고서 납품건수 확인

-시정연 기본연구과제 자문회의 및 보고회 개최횟수 135회 141회 144회 기본연구과제 자문회의 및 보고회 개최건수 
확인

(X -437)
-427 543 970

(X 437)

전략목표 3: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

2 경영기획실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X -437)
-427 543 970

(X 437)

성과목표 3-1: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경상경비 증가율 물가상승률이내 물가상승률이내 물가상승률이내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경상예산 편성액 비교

-예산절감액 5천억원 5천억원 5천억원 연도별 실적보고회 결과 확인

0 0 0성과목표 3-2: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기본경비·경상사업비 조정율(예산편성권 위임) 8.0% 7.5% 7.5% 요구액 대비 조정률(조정액/요구액×100)

-투자심사결과 예산반영률 95% 95% 95% 투자심사결과 적정판정사업 예산반영률 확
인 (예산반영건수/적정판정건수×100)

-25 2,761 2,786전략목표 4: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

0 0 0성과목표 4-1: 입법지원강화 및 자치법규정비

-조례·규칙심의회 총 상정안건대비 보류·수정안건 비율 7% 6.5% 6.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자료조사

-자치법규정비대상 발굴건수대비 정비건수 비율 91% 91% 91%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의한 발굴대비
정비건수 확인

0 16 16성과목표 4-2: 자치법규정보 온라인서비스 강화

-자치법규 공포일로부터 2일이내 입력비율 90% 93% 94% 자치법규 공포일 및 입력일자 기재대장확인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정보이용자수(1일평균) 980명 1,100명 1,200명 홈페이지 접속방문자수 조사

-26 96 122성과목표 4-3: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시민의 권익구제확대

-행정심판 법정재결기간 단축 50일 50일 50일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부 확인

1 2,650 2,648성과목표 4-4: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소송 승소율 85% 85% 85% 소송 판결결과 조사

3 경영기획실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X -204)
-144 122 266

(X 204)

전략목표 5: 창의시정 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

(X -204)
-144 122 266

(X 204)

성과목표 5-1: 창의와 열정을 통한 시정혁신 추진

-창의 아이디어 발굴건수 20,552 1,000 1,000 상상뱅크,상상용광로,상상유레카를 통한 창
의 아이디어 발굴건수 확인

-창의실행 보고회 및 심사평가 보고회 개최 - 12 12 개최실적확인

-시니어 · 주니어보드 총회, 연구과제 발표 - 6 6 발표실적 확인

-워크아웃 미팅 개최 12 12 개최실적 확인

0 0 0성과목표 5-2: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분권 ·이양 정책과제 건의건수 - 7 7 정책과제 건의건수확인

-민원제도 개선 건의건수 - 60 60 개선 건의건수 확인

-472 1,280 1,752전략목표 6: 성과관리체계의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400 127 527성과목표 6-1: 균형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성과평가 강화

-핵심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지표정비(총지표수) 전년대비7.7%감축 전년대비 4%감축 전년대비 3%감축 성과관리계획 성과지표의 감축 · 정비 실적
확인

-균형성과관리(BSC)를 위한 직원교육실적 50명 320명 320명 교육실적확인

-평가결과 부진사항 발굴에 의한 감사 또는 개선요구 건수 - 30건 30건 평가결과 또는 감사실적 확인

-72 1,153 1,225성과목표 6-2: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강화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만족도 지수 향상도 71.0점 71.5점 72.0점 평가결과보고서 확인

52 174 122전략목표 7: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

4 경영기획실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21 56 35성과목표 7-1: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중기 재정계획의 장래 재정수요 반영율 75%이상 80%이상 85%이상 중기반영건수/투자심사 적정·조건부 추진사
업(자치구사업제외)건수*100

31 118 87성과목표 7-2: 시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시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개선방안 제시건수 23건 25건 27건 평가결과 확인

-시투자기관 경영평가결과 '나'급이상 유지 기관수 5개기관 5개기관 5개기관 투자기관별 경영실적평가결과 확인

-예산지침 및 결산결과 지적사항조치이행률 93% 95% 96%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시 이행여부 확인

0 0 0성과목표 7-3: 부채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

-지하철 건설부채 규모 20,959억 14,189억 8,807억 지하철부채 감축실적 확인

0 0 0성과목표 7-4: 기금운용의 효율화 및 자금활용 극대화

-기금사업비 집행률 84% 85% 85% 기금운용계획대비 집행실적

-여유자금 장기예치비율 77% 78% 79% 1년 정기예금 예치실적 확인

-요구불예금 비율 축소 2%이하 1.8%이하 1.8%이하 총 여유자금 중 요구불예금 비율

0 0 0성과목표 7-5: 투자심사를 통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

-투자심사매뉴얼 개발·확충 10분야 11분야 12분야 매뉴얼 개발실적 확인

(X -3,000)
-2,420 4,095 6,515

(X 3,000)

전략목표 8: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조성

1,765 1,925 160성과목표 8-1: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공정률 설계 공사20% 공사40% 공정률 확인

-국제금융센터건립 자문회의 운영 8회 8회 8회 SIFC자문회의 횟수

-금융도시자문단 금융허브 관련 정책과제 발굴 8건 8건 정책과제 발굴건수

5 경영기획실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0 0 0성과목표 8-2: 기업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민원 발굴 건수 60건 70건 80건 기업민원 발굴건수 확인

-기업민원 접수 처리율 75% 75% 75% 기업애로해소센터 접수건수대비 처리건수 
확인

(X -3,000)
-4,425 1,510 5,935

(X 3,000)

성과목표 8-3: 사업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제고

-외국인 투자자문회의개최시 제안내용 등의 시정 활용율 70% 70% 70% 외국인 투자자문회의에서 제안 및 건의된 내
용 등의 시정 활용률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실적 110명 110명 110명 지급실적 확인

-외국인 상담실적(건) 2,000건 2,000건 2,000건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상담일지 확인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8건 10건 10건 지원실적 확인

-서울 Information Fair 참가업체 만족도 70% 75% 75% 행사 참가업체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240 660 420성과목표 8-4: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해외투자설명회 개최횟수 2회 2회 2회 해외투자설명회 개최횟수확인

90 90 0전략목표 9: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

90 90 0성과목표 9-1: 상시적 교육지원체제 구축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규모 확대 36% 50% 70% 교육지원경비 상위3개구 평균지원액 대비 기
타 자치구의 평균지원액 비율확인

0 0 0성과목표 9-2: 우수학교(자사고,영재학교)설립

-자립형사립고설립 - - - 학교설립 실적

-영재학교설립 - 계획수립 1개교설립 학교설립 실적

165 17,398 17,233전략목표 9:  일반예산

6 경영기획실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165 17,398 17,233성과목표 9-9: 일반예산

7 경영기획실



성 과 단 명 세 서



경영기획실 41,860,437 36,832,148 -5,028,289

(X3,640,800) (X0) (X-3,640,800)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전략목표 : 724,200 756,275 32,075

주요현안과제 종합 조정성과목표 : 151,000 134,600 -16,4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정현안 대책보고회 개최횟수 4회이상 4회이상 4회이상 시정현안 대책보고회 실적 확인

0305 시정운영 기본,단기계획 수립조정 151,000 134,600 -16,400

134,600(11-1211-122-201-01) 일반운영비

134,600  ㅇ시정운영기본,단기계획수립·조정

20회*700,000원 14,000    · 단기계획수립

10회*4,000,000원 40,000    · 시정계획홍보

50회*300,000원 15,000    · 지시사항관리

12월*4,800,000원 57,600    · 회의자료

1회*8,000,000원 8,000    · 시정현황발간

시의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원활한 시정 
추진

성과목표 : 258,200 283,075 24,87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의원요구자료 적기 제출 적정도 98% 99% 99% 요구자료건수대비 기한내 제출건수 확인

조례 등 안건가결 비율 96% 96% 97% 안건가결비율(가결건수 / 상정건수 × 100)

0301 대의회지원업무 추진 55,000 92,000 37,000

92,000(11-1211-122-201-01) 일반운영비

92,000  ㅇ대의회지원업무추진

1회*20,000,000원 20,000    · 국정감사 자료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1 경영기획실



1회*15,000,000원 15,000    · 행정사무감사 자료

1회*10,000,000원 10,000    · 시정질문 추진상황

5회*2,000,000원 10,000    · 업무보고,요구자료 결과등

1식*10,000,000원 10,000    · 의정비심의위원회운영

1식*15,000,000원 15,000    · 의정비심의 공청회 개최

1식*12,000,000원 12,000    · 의정비심의 시민여론조사실시

0303 의정회 지원 203,200 191,075 -12,125

191,075(11-1211-122-307-02) 민간경상보조

191,075,000원 191,075  ㅇ서울시 의정회 지원

광역행정업무 추진 강화성과목표 : 315,000 302,000 -13,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지방자치발전관련 의제발굴 및 상정 24건이상 24건이상 24건이상 상정안건 실적확인

협의회 상정안건 합의율 67% 70% 70% 상정안건 대비 합의안건 비율 확인

0302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추진 215,000 202,000 -13,000

2,000(11-1211-122-201-01) 일반운영비

2,000  ㅇ수도권행정협의회

4회*50부*10,000원 2,000    · 회의자료

200,000(11-1211-220-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00,000원 200,000  ㅇ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시 분담금

0307 수도발전대책사업 100,000 100,000 0

100,000(11-1211-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  ㅇ수도발전대책사업

67,000,000원 67,000    · 토론회·강연회개최

10,000,000원 10,000    · 여론조사

23,000,000원 23,000    · 홍보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2 경영기획실



홍강개발 지원 및 국내기업 진출기반 마련성과목표 : 0 36,600 36,6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홍강개발 기본계획 용역진도율 30%(30%) 70%(100%) - 용역진도확인

홍강개발지원자문단 운영 8회 8회 - 자문단 운영횟수 반영

홍강개발 워크숍 개최 1회 2회 - 개최횟수 확인

0507 홍강개발지원 자문단 운영 0 36,600 36,600

36,600(11-1211-122-201-01) 일반운영비

24,200  ㅇ자문단 참석수당

23명*100,000원*2회 4,600    · 정책자문위원회

49명*100,000원*4회 19,600    · 분과별 실무자문위원회

12,400  ㅇ자문단회의 운영

30부*2회*40,000원 2,400    ·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

60부*4회*40,000원 9,600    · 실무자문위원회 회의자료

100,000원*2회*2매 400    · 현수막 제작비 등 운영경비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의 생산
성 제고

전략목표 : 11,492,377 9,612,853 -1,879,524

시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
화

성과목표 : 179,948 157,548 -22,4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제안접수 및 심사실적 800건 950건 1,000건 접수 및 심사건수확인

채택된 제안내용의 시정반영비율 90%이상 90%이상 90%이상 채택된 제안내용의 시정반영여부 확인

0206 공무원제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제도 운영 179,948 157,548 -22,400

71,048(11-1213-122-201-01) 일반운영비

27,600  ㅇ제안제도 운영

15명*100,000원*10회 15,000    · 실무심의회심사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3 경영기획실



15명*100,000원*2회 3,000    · 본 심의회 심사

3,200,000원*2회 6,400    · 심사자료 제작

1,600,000원*2회 3,200    · 회의록 발간

3,000  ㅇ직무발명보상제운영

10명*100,000원*1회 1,000    · 직무발명심사

5건*400,000원 2,000    · 특허출원, 등록

29,200  ㅇ시정연구논문공모

40편*70,000원*2회 5,600    · 논문심사

40편*70,000원*1회 2,800    · 검토수당

13편*200,000원 2,600    · 원고료

200,000원*1회 200    · 속기료

18,000,000원*1식 18,000    · 서울터전발간

11,248  ㅇ대학생시정개혁논문공모

10명*10일*70,000원 7,000    · 논문심사

8명*5일*70,000원 2,800    · 논문심사

8명*1일*100,000원 800    · 논문심사

5,500원*36조 198    · 상장제작

200,000원 200    · 속기료

250,000원 250    · 현수막제작

50,500(11-1213-122-301-12) 기타보상금

10,000  ㅇ시민창안입상자 시상금

10,000,000원*1식 10,000    · 시민창안입상장 포상금

40,500,000원*1식 40,500  ㅇ 대학생시정개혁연구논문입상자시상금

36,000(11-1213-122-303-01) 포상금

15,000,000원*1식 15,000  ㅇ공무원제안입상자포상금

5,000,000원*1식 5,000  ㅇ공무원직무발명포상금

8,000,000원*2회 16,000  ㅇ시정연구논문입상자시상금

시정연구기능 강화성과목표 : 11,312,429 9,455,305 -1,857,124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정연 연구과제 건수 120건 130건 135건 연구결과보고서 납품건수 확인

시정연 기본연구과제 자문회의 및 보고회 개최횟수 135회 141회 144회 기본연구과제 자문회의 및 보고회 개최건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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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10,694,000 9,025,544 -1,668,456

9,025,544(11-1213-220-306-01) 출연금

9,025,544,000원 9,025,544  ㅇ시정개발연구원출연금

0205 학술용역과제 공무원직접수행사업 0 40,652 40,652

10,052(11-1213-122-101-10) 일시사역인부임

33,504원*5명*10회*6과제 10,052  ㅇ조사원인건비

25,200(11-1213-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원*5명*3회*6과제 9,000  ㅇ심사참석수당

1,500,000원*6과제 9,000  ㅇ인쇄비

200,000원*2회*6과제 2,400  ㅇ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200,000원*2명*1회*6과제 2,400  ㅇ기술자문료

5,000원*10명*8회*6과제 2,400  ㅇ회의 참석자 등 급량비

5,400(11-1213-122-202-01) 국내여비

20,000원*3명*15회*6회 5,400  ㅇ여비

0207 종합자료관 운영 518,429 189,109 -329,320

87,697(11-1213-122-201-01) 일반운영비

2,400  ㅇ종합자료관 운영

200,000원*12월 2,400    · 종합자료관 운영

67,777,000원*1식 67,777  ㅇ시정연구간행물구독

17,520,000원 17,520  ㅇ주전산기 유지관리

6,412(11-1213-122-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412  ㅇ공익근무요원

80,000원*12월*2명 1,920    · 보수

88,000원*12월*2명 2,112    · 중식비

40,000원*12월*2명 960    · 교통비

460,000원*1명 460    · 피복비

40,000원*12월*2명 960    · 여비

7,500(11-1213-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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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원*10대 7,500  ㅇ도서서가 구입

87,500(11-1213-220-405-02) 도서구입비

17,500원*5,000권 87,500  ㅇ도서구입비

0209 시정시책연구용역 100,000 200,000 100,000

200,000(11-1213-220-207-01) 용역비

200,000,000원 200,000  ㅇ시정시책 조직진단등 연구용역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전략목표 : 969,945 543,000 -426,945
(X436,800) (X0) (X-436,800)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성과목표 : 969,945 543,000 -426,945
(X436,800) (X0) (X-436,8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경상경비 증가율 물가상승률이내 물가상승률이내 물가상승률이내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경상예산 편성액 비교

예산절감액 5천억원 5천억원 5천억원 연도별 실적보고회 결과 확인

0210 성과주의예산운영(재정정보) 108,000 43,000 -65,000

43,000(11-1214-122-201-01) 일반운영비

43,000  ㅇ재정정보시스템 운영

43,000,000원 43,000    · 성과주의 예산시스템 운영

0212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400,000 500,000 100,000

500,000(11-1214-122-303-01) 포상금

500,000,000원 500,000  ㅇ예산절약성과금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

전략목표 : 2,786,159 2,761,240 -24,919

자치법규정보 온라인서비스 강화성과목표 : 15,600 15,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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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자치법규 공포일로부터 2일이내 입력비율 90% 93% 94% 자치법규 공포일 및 입력일자 기재대장확인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정보이용자수(1일평균) 980명 1,100명 1,200명 홈페이지 접속방문자수 조사

0103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 15,600 15,600 0

15,600(11-1215-122-201-01) 일반운영비

15,600,000원 15,600  ㅇ법령·판례 정보이용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시민의 권익
구제확대

성과목표 : 122,320 96,040 -26,28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행정심판 법정재결기간 단축 50일 50일 50일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부 확인

0104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122,320 96,040 -26,280

96,040(11-1215-122-201-01) 일반운영비

96,040  ㅇ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980,000원*18회 35,640    · 위원회참석수당

450,000원*18회 8,100    · 속기료

2,350,000원*18회 42,300    · 행정심판심리안건 발간

10,000,000원 10,000    · 재결례집 발간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성과목표 : 2,648,239 2,649,600 1,36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소송 승소율 85% 85% 85% 소송 판결결과 조사

0102 민사,행정소송 수행 2,648,239 2,649,600 1,361

1,957,800(11-1215-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000원*2건 200,000  ㅇ소송공탁금

1,744,300,000원 1,744,300  ㅇ소송비용(착수금,사례금,인지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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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  ㅇ소송수행활동비

30,000원*200건 6,000    · 행정소송

30,000원*250건 7,500    · 민사소송

145,800(11-1215-122-301-12) 기타보상금

220,000원*35명*12월 92,400  ㅇ법률고문료

200,000원*5명*12월 12,000  ㅇ입법고문료

110,000원*360건 39,600  ㅇ법률자문료

300,000원*6회 1,800  ㅇ대책회의 참석수당

46,000(11-1215-122-303-01) 포상금

46,000  ㅇ승소 인센티브

300,000원*120건 36,000    · 일반사건

1,000,000원*10건 10,000    · 중요사건

500,000(11-1215-421-305-01) 배상금등

25,000,000원*20건 500,000  ㅇ배상금

창의시정 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전략목표 : 266,000 121,810 -144,190
(X204,000) (X0) (X-204,000)

창의와 열정을 통한 시정혁신 추진성과목표 : 266,000 121,810 -144,190
(X204,000) (X0) (X-20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창의 아이디어 발굴건수 20,552 1,000 1,000 상상뱅크,상상용광로,상상유레카를 통한 창의 아이
디어 발굴건수 확인

창의실행 보고회 및 심사평가 보고회 개최 - 12 12 개최실적확인

시니어 · 주니어보드 총회, 연구과제 발표 - 6 6 발표실적 확인

워크아웃 미팅 개최 12 12 개최실적 확인

0411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혁신 266,000 47,800 -218,200
(X 204,000) (X 0) (X-204,000)

44,200(11-1217-122-201-01) 일반운영비

3,900,000원*2회 7,800  ㅇ창의 ·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7,500,000원*2회 15,000  ㅇ창의 선도그룹연구·토론회

50,000원*6회*68명 20,400  ㅇ시니어 · 주니어보드 회의수당

100,000원*10명 1,000  ㅇ창의 · 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8 경영기획실



3,600(11-1217-122-303-01) 포상금

3,600,000원 3,600  ㅇ창의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0418 열린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워크아웃 미팅 0 74,010 74,010

74,010(11-1217-122-201-01) 일반운영비

107과*15,000원*2부 3,210  ㅇ워크아웃 미팅 메뉴얼 제작

1식*70,800,000원 70,800  ㅇ워크아웃 미팅 실행

성과관리체계의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운
영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전략목표 : 1,751,730 1,280,200 -471,530

균형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성과평가 
강화

성과목표 : 527,000 127,000 -4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핵심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지표정비(총지표수) 전년대비7.7%감축 전년대비 4%감축 전년대비 3%감축 성과관리계획 성과지표의 감축 · 정비 실적확인

균형성과관리(BSC)를 위한 직원교육실적 50명 320명 320명 교육실적확인

평가결과 부진사항 발굴에 의한 감사 또는 개선요구 
건수

- 30건 30건 평가결과 또는 감사실적 확인

0218 평가인센티브제 시행 60,000 60,000 0

60,000(11-1212-122-303-01) 포상금

60,000  ㅇ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5,000,000원*5개부서 25,000    · 최우수부서

3,500,000원*10개부서 35,000    · 우수부서

0219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467,000 67,000 -400,000

67,000(11-1212-122-303-01) 포상금

67,000  ㅇ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 포상금

9개부서*3,000,000원 27,000    · 최우수부서

15개부서*2,000,000원 30,000    · 우수부서

10개부서*1,000,000원 10,000    ·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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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강화로 고품질의 행
정서비스 제공

성과목표 : 1,224,730 1,153,200 -71,53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민만족도 지수 향상도 71.0점 71.5점 72.0점 평가결과보고서 확인

0201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1,224,730 1,153,200 -71,530

21,200(11-1212-122-201-01) 일반운영비

21,200  ㅇ서비스 품질평가제 운영

15명*100,000원*4회 6,000    · 평가단회의

7,000,000원*1식 7,000    · 우수사례발표회 및 지표보완 회의 등

10회*3명*100,000원 3,000    · 소규모 용역제공 수수료

5,200,000원*1식 5,200    · 회의자료, 보고서 인쇄

60,000(11-1212-122-301-12) 기타보상금

20,000,000원*3개분야 60,000  ㅇ우수민간기관 시상금

70,000(11-1212-122-303-01) 포상금

20,000,000원*3개분야 60,000  ㅇ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10,000,000원*1식 10,000  ㅇ우수직원 표창 부상품구입

1,002,000(11-1212-220-307-05) 민간위탁금

1,002,000  ㅇ행정서비스 시민 평가제 실시

750,000,000원*1식 750,000    · 소비자평가

252,000,000원*1식 252,000    · 전문가 컨설팅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
축

전략목표 : 122,000 173,567 51,567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성과목표 : 35,000 55,567 20,56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중기 재정계획의 장래 재정수요 반영율 75%이상 80%이상 85%이상 중기반영건수/투자심사 적정·조건부 추진사업(자치
구사업제외)건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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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통합재정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35,000 55,567 20,567

55,567(11-1216-122-201-01) 일반운영비

55,567,000원*1회 55,567  ㅇ통합재정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시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성과목표 : 87,000 118,000 3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개선방안 제시건수 23건 25건 27건 평가결과 확인

시투자기관 경영평가결과 '나'급이상 유지 기관수 5개기관 5개기관 5개기관 투자기관별 경영실적평가결과 확인

예산지침 및 결산결과 지적사항조치이행률 93% 95% 96%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시 이행여부 확인

0226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87,000 118,000 31,000

118,000(11-1216-220-207-01) 용역비

118,000,000원 * 1식 118,000  ㅇ시출연기관 경영평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조성전략목표 : 6,515,000 4,095,111 -2,419,889
(X3,000,000) (X0) (X-3,000,000)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성과목표 : 160,000 1,925,000 1,76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공정률 설계 공사20% 공사40% 공정률 확인

국제금융센터건립 자문회의 운영 8회 8회 8회 SIFC자문회의 횟수

금융도시자문단 금융허브 관련 정책과제 발굴 8건 8건 정책과제 발굴건수

0151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건립 부지정지사업 0 100,000 100,000

100,000(11-1218-220-401-01) 시설비

100,000,000원 100,000  ㅇ국제금융센터(SIFC)건립 부지 정지 철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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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4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자문단 운영 160,000 160,000 0

160,000(11-1218-122-201-01) 일반운영비

160,000  ㅇ법률,협상 컨설팅 자문단

200,000원*3명*4시간*40회 96,000    · 법률자문

200,000원*2명*4시간*40회 64,000    · 협상자문

0501 국제업무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0 165,000 165,000

165,000(11-1218-220-207-01) 용역비

165,000,000원 165,000  ㅇ국제금융지구지정을 위한 학술용역

0504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0 1,500,000 1,500,000

1,500,000(11-1218-220-307-05) 민간위탁금

1,500,000,000원*1식 1,500,000  ㅇ국제금융컨퍼런스 행사비용

사업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제
고

성과목표 : 5,935,000 1,510,111 -4,424,889
(X3,000,000) (X0) (X-3,0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외국인 투자자문회의개최시 제안내용 등의 시정 활용
율

70% 70% 70% 외국인 투자자문회의에서 제안 및 건의된 내용 등의
시정 활용률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실적 110명 110명 110명 지급실적 확인

외국인 상담실적(건) 2,000건 2,000건 2,000건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상담일지 확인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8건 10건 10건 지원실적 확인

서울 Information Fair 참가업체 만족도 70% 75% 75% 행사 참가업체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0115 서울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306,000 288,111 -17,889

288,111(11-1218-220-307-05) 민간위탁금

191,154,000원 191,154  ㅇ외국인지원센터 운영

70,000,000원 70,000  ㅇ외국인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26,957,000원 26,957  ㅇ외국인 비지니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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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10,000 10,000 0

10,000(11-1218-122-201-01) 일반운영비

600,000원*4회 2,400  ㅇ회의자료 제작

19명*100,000원*4회 7,600  ㅇ회의 참석수당

0142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 1,359,000 500,000 -859,000

500,000(11-1218-122-201-01) 일반운영비

388,000  ㅇ테마파크 조성관련 자문단 운영

388,000,000원 388,000    · 법률.금융.국제법.회계.테마파크등 5개분야

100,000원*30건*35회 105,000  ㅇ단순자문

3,500,000원*2회 7,000  ㅇ회의장 임차료

0146 서울타운 미팅 35,000 35,000 0

35,000(11-1218-220-307-05) 민간위탁금

35,000,000원*1식 35,000  ㅇ서울타운미팅 지원

0174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700,000 642,000 -58,000

30,000(11-1218-122-301-12) 기타보상금

30,000,000원 30,000  ㅇ외국인투자 유치 유공자 시상

6,000(11-1218-122-303-01) 포상금

6,000,000원 6,000  ㅇ외국인투자유치 공무원 포상

606,000(11-1218-122-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원*6월*10명*5개기업 300,000  ㅇ고용보조금

1,000,000원*6월*17명*3개기업 306,000  ㅇ교육훈련보조금

0728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35,000 35,000 0

35,000(11-1218-122-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원*7개단체 35,000  ㅇ외국인 단체 문화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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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성과목표 : 420,000 660,000 24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해외투자설명회 개최횟수 2회 2회 2회 해외투자설명회 개최횟수확인

0186 서울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 420,000 420,000 0

230,000(11-1218-122-201-01) 일반운영비

220,000  ㅇ국내외 경제지 게재(2회)

200,000,000원 200,000    · 해외 경제잡지 홍보

20,000,000원 20,000    · 국내투자 전문지 홍보

10,000,000원 10,000  ㅇ행사홍보 및 홍보물

190,000(11-1218-220-307-05) 민간위탁금

140,000  ㅇ투자설명회 개최(2회)

70,000,000원 70,000    · 미주권(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70,000,000원 70,000    · 유럽권(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50,000,000원*1식 50,000  ㅇ서울시부스제작

0509 중소기업 해외홍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0 100,000 100,000

100,000(11-1218-220-307-05) 민간위탁금

10,000,000원*10개업체 100,000  ㅇ컨설팅료지원

0510 해외투자박람회 참가 0 140,000 140,000

140,000(11-1218-220-307-05) 민간위탁금

140,000,000원*1식 140,000  ㅇ투자박람회참가(임차료,대상기업섭외,행사진행비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우
수인재 양성

전략목표 : 0 90,400 90,400

상시적 교육지원체제 구축성과목표 : 0 90,400 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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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규모 확대 36% 50% 70% 교육지원경비 상위3개구 평균지원액 대비 기타 자치
구의 평균지원액 비율확인

0601 교육지원사업 운영 및 활성화 0 10,400 10,400

10,400(11-1219-122-201-01) 일반운영비

4,000,000원 4,000  ㅇ공고홍보비

100,000원*7명*2회 1,400  ㅇ교육지원심의위원회 수당

5,000,000원 5,000  ㅇ교육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0602 서울시 사교육비 실태와 경감대책연구 0 80,000 80,000

80,000(11-1219-220-207-01) 용역비

80,000,000원 80,000  ㅇ서울시 사교육비 실태와 경감대책 연구

일반예산전략목표 : 17,233,026 17,397,692 164,666

일반예산성과목표 : 17,233,026 17,397,692 164,66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9901 인건비 13,561,469 14,651,592 1,090,123

7,227,780(11-1211-110-101-01) 기본급

6,231,761  ㅇ 일반직(222명)

64,405,000원*1명*1회*1.016 65,436    · 3급

56,356,000원*7명*1회*1.016 400,804    · 4급

2,748,500원*43명*12월*1.016 1,440,918    · 5급

2,284,600원*103명*12월*1.016 2,868,946    · 6급

1,755,800원*68명*12월*1.016 1,455,657    · 7급

495,164  ㅇ 기능직(30명)

2,375,800원*1명*12월*1.016 28,966    ·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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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700원*1명*12월*1.016 25,515    · 7급

1,726,900원*4명*12월*1.016 84,218    · 8급

1,376,400원*14명*12월*1.016 234,935    · 9급

996,800원*10명*12월*1.016 121,530    · 10급

513,507,667원*0.96*1.016 500,855  ㅇ 정근수당

2,027,991(11-1211-110-101-02) 수당

1,366,633  ㅇ초과근무수당

1,241,016    · 일반

9,471원*43명*59시간*12월*1.016 292,949      - 5급

8,036원*103명*59시간*12월*1.016 595,394      - 6급

7,210원*68명*59시간*12월*1.016 352,673      - 7급

125,617    · 기능직

8,036원*1명*59시간*12월*1.016 5,781      - 6급

7,210원*1명*59시간*12월*1.016 5,187      - 7급

6,461원*4명*59시간*12월*1.016 18,591      - 8급

5,794원*14명*59시간*12월*1.016 58,350      - 9급

5,242원*10명*59시간*12월*1.016 37,708      - 10급

87,476  ㅇ자녀학비 보조수당

56,400원*265명*0.19*4회 11,359    · 중학교

422,400원*265명*0.17*4회 76,117    · 고등학교

167,904  ㅇ가족수당

30,000원*265명*0.80*12월 76,320    · 배우자

20,000원*265명*1.44*12월 91,584    · 기타가족

230,400  ㅇ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48명*12월 74,880    · 25년 이상

110,000원*41명*12월 54,12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53명*12월 50,880    · 15년 - 20년 미만

60,000원*46명*12월 33,120    · 10년 - 1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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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60  ㅇ특수업무수당

7,800    · 기술업무수당

50,000원*2명*12월 1,200      - 기술업무수당(5급)

30,000원*8명*12월 2,880      - 기술업무수당(6-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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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2명*12월 1,200      -기술자격증수당(기술사)

30,000원*7명*12월 2,520      - 기술자격증수당(기능장,기사)

1,680    · 사서수당

20,000원*7명*12월 1,680      - 6급이하

50,000원*7명*12월 4,200    · 전산수당(3년이상)

40,000원*1명*12월 480    · 운전수당

30,000원*265명*12월*1.25%*80%*3명 2,862  ㅇ업무대행수당

6,260,685,000원*0.49*0.048 147,252  ㅇ대우공무원수당

50,000원*4명*12월 2,400  ㅇ모범공무원 수당

400,000원*265명*12월*0.7% 8,904  ㅇ육아휴직수당

413,400(11-121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265명*12월 413,400  ㅇ정액급식비

384,000(11-1211-110-101-04) 교통보조비

384,000  ㅇ교통보조비

140,000원*43명*12월 72,240    · 5급

130,000원*174명*12월 271,440    · 6,7급

120,000원*28명*12월 40,320    · 8급이하

626,069(11-1211-110-101-05) 명절휴가비

521,723,750원*120% 626,069  ㅇ명절휴가비

1,043,448(11-1211-110-101-06) 가계지원비

521,723,750원*200% 1,043,448  ㅇ가계지원비

190,642(11-1211-110-101-07) 연가보상비

190,642  ㅇ연가보상비

11,212,083원*1/30*10일*1.00*0.66 2,467    · 연봉계약(개방형)

61,141,750원*1/30*10일*1.00*0.7 14,267    · 연봉계약(전임형)

521,723,750원*1/30*10일 173,908    · 월급제

646,945(11-1211-110-101-08) 기타직보수

474,506  ㅇ기본급(연봉)

474,506    · 기본급

72,500,000원*2명*1년 145,000      - 3급상당 계약 가급

62,045,000원*1명*1년 62,045      - 계약직 개방 4호

48,554,000원*2명*1년*1.016 98,662      - 가급

45,185,000원*1명*1년*1.016 45,908      -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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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8,750원*4명*1년*1.016 122,891      - 라급

91,857원*12월*59시간*1.000 65,035  ㅇ시간외수당

15,227  ㅇ자녀학비보조

56,400원*265명*4회*0.03 1,794    · 중학교

422,400원*265명*4회*0.03 13,433    · 고등학교

70,914  ㅇ가족수당

30,000원*265명*12월*0.35 33,390    · 배우자

20,000원*265*12월*0.59 37,524    · 기타가족

20,928,000원*1.016 21,263  ㅇ비전임 계약직

88,619(11-121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88,619  ㅇ저소득자녀부업알선

25,128원*12명*248일 74,781    · 인부임

2,300원*12*248일 6,845    · 중식비

25,128원*12명*248일*93.5/1000 6,993    · 4대보험료

521,724(11-1211-121-303-01) 포상금

521,723,750원*100% 521,724  ㅇ성과상여금

1,202,070(11-1211-121-304-01) 연금부담금

890,805  ㅇ연금부담금

6,991,940,000원*11.601% 811,135    · 일반대상자

940,746,000원*0.73*11.601% 79,670    · 연봉제(계약직포함)

292,758  ㅇ퇴직수당부담금

6,991,940,000원*3.8126% 266,575    · 일반대상자

940,746,000원*0.73*3.8126% 26,183    · 연봉제(계약직포함)

18,507   ㅇ재해보상부담금

6,991,940,000원*0.241% 16,851    · 일반대상자

940,746,000원*0.73*0.241% 1,656    · 연봉제, 계약직

277,113(11-121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277,113  ㅇ국민건강보험부담금

11,430,356,000원*2.240% 256,040    · 일반대상자

940,746,000원*2.240% 21,073    · 연봉제(계약직포함)

1,791(11-1211-121-307-07) 연금지급금

1,791,000원 1,791  ㅇ비전임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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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 기본경비 2,670,637 2,744,145 73,508

168,525(11-1211-121-201-01) 일반운영비

2,440  ㅇ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235명 2,350    · 사무직

3,000원*30명 90    · 기타직

19,200원*235명 4,512  ㅇ기본사무종이류

5,000원*265명 1,325  ㅇ소규모수선비

256,000원*48대 12,288  ㅇ행정장비수리비

50,000원*44팀 2,200  ㅇ도서구입비

240,000원*265명 63,600  ㅇ기본업무추진급량비

82,160  ㅇ조직별 기본경비

3,500,000원*4회 14,000    · 간부회의 자료 및 시정현안 업무

68,160,000원*1식 68,160    · 기타업무추진 급량비

371,000(11-1211-121-202-01) 국내여비

1,400,000원*265명 371,000  ㅇ여비(관내,관외)

84,040(11-121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000,000원*1명 22,000  ㅇ1급

9,000,000원*1명 9,000  ㅇ2급

7,200,000원*2명 14,400  ㅇ3급

3,220,000원*12명 38,640  ㅇ4급

139,000(11-121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000원*12월 42,000  ㅇ기획조정업무추진

1,500,000원*10월 15,000  ㅇ시정기본계획수립업무추진

1,500,000원*10월 15,000  ㅇ의회협력업무추진

1,750,000원*4월 7,000  ㅇ광역행정업무추진

5,000,000원*10월 50,000  ㅇ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

10,000,000원*1식 10,000  ㅇ홍강종합개발업무추진

46,380(11-121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38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000원*1과*12월 1,200    · 정원5인이하

250,000원*2과*12월 6,000    · 정원15인이하

350,000원*6과*12월 25,200    · 정원15인초과30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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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원*3과*12월+(23명*5,000원*12월) 13,980    · 정원30인초과

132,600(11-121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132,600  ㅇ직책급업무추진비

700,000원*1명*12월 8,400    · 1급

650,000원*1명*12월 7,800    · 2~3급

600,000원*2명*12월 14,400    · 3급

350,000원*12명*12월 50,400    · 4급

100,000원*43명*12월 51,600    · 5급

583,320(11-1211-121-204-02) 직급보조비

583,320  ㅇ직급보조비

750,000원*1명*12월 9,000    · 1급

650,000원*1명*12월 7,800    · 2급

500,000원*2명*12월 12,000    · 3급

400,000원*12명*12월 57,600    · 4급

250,000원*43명*12월 129,000    · 5급

155,000원*104명*12월 193,440    · 6급

140,000원*69명*12월 115,920    · 7급

105,000원*18명*12월 22,680    · 8·9급

95,000원*10명*12월 11,400    · 10급

400,000원*3명*12월 14,400    · 계약가급

250,000원*1명*12월 3,000    · 계약나급

155,000원*2명*12월 3,720    · 계약다급

140,000원*2명*12월 3,360    · 계약라급

133,200(11-121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204명*12월 122,400  ㅇ대민활동비

30,000원*30명*12월 10,8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8,100(11-1212-121-201-01) 일반운영비

37,100  ㅇ주요업무계획심사평가

1회*30,400,000원 30,400    · 작성지침 및 계획서 발간

1식*6,700,000원 6,700    · 정기 및 수시평가

2회*17,500,000원 35,000  ㅇ시정보고회운영

13,000  ㅇ업무평가위원회 운영

5회*13명*100,000원 6,500    · 평가자료사전검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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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13명*100,000원 6,500    · 회의참석 수당

16,000  ㅇ목표관리제 운영

1식*16,000,000원 16,000    · 검토회의자료 인쇄 등

3,000  ㅇ대통령,국무총리,시장지시사항 관리

1식*3,000,000원 3,000    · 지시사항 추진 심사평가

24,000  ㅇ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식*24,000,000원 24,000    · 검토보고서, 평가자료 인쇄

28,000(11-121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회*500,000원 5,000  ㅇ성과계획 및 목표관리

2회*2,500,000원 5,000  ㅇ주요업무평가보고회

5회*600,000원 3,000  ㅇ업무평가위원회 운영

4회*1,500,000원 6,000  ㅇ성과계획평가

1회*5,500,000원 5,500  ㅇ서비스품질평가제운영

7회*500,000원 3,500  ㅇ주요시책추진상황점검및평가

10,800(11-1212-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30명*12월 10,8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92,460(11-1213-121-201-01) 일반운영비

19,200  ㅇ직제 및 정원관리

480,000원*20회 9,600    · 정원관련 조례.규칙관리, 설명자료

480,000원*20회 9,600    · 조례,규칙개정공포안, 검토자료

11,000,000원*1식 11,000  ㅇ시정개발연구 협의비 등

14,000  ㅇ규제개혁 운영

1,200원*5,000부 6,000    · 규제개혁 홍보물 발간

8,000,000원*1식 8,000    · 규제개혁 위원회관련 등

2회*9명*70,000원 1,260  ㅇ시립대운영위원회 운영

16,000,000원 16,000  ㅇ직제규정집, 사무전결 등

16,000원*1,000부 16,000  ㅇ규제개혁백서발간

1,500,000원*10회 15,000  ㅇ학술용역심사운영

29,000(11-121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000원*12회 15,600  ㅇ조직관리업무추진

1,000,000원*2회 2,000  ㅇ공무원제안업무추진

1,000,000원*2회 2,000  ㅇ시민창안업무추진

340,000원*10회 3,400  ㅇ시정연구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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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11회 1,100  ㅇ규제개혁 업무추진

400,000원*11회 4,400  ㅇ정책개발자료수집활동

500,000원*1회 500  ㅇ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운영

14,400(11-1213-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40명*12월 14,4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6,000(11-1214-121-201-01) 일반운영비

65,000,000원*1식 65,000  ㅇ예산서 편성(본예산, 추경, 간주처리등)

40,000,000원*1식 40,000  ㅇ예산서 발간

7,000,000원*1식 7,000  ㅇ재정통계관리

1,000,000원*5회 5,000  ㅇ보조금관리

400,000원*2회 800  ㅇ충무계획 작성

10,000,000원*1식 10,000  ㅇ재정및예산담당공무원 교육

18,200,000원*1식 18,200  ㅇ성과개요발간

53,000(11-1214-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원*12회 6,000  ㅇ재정운영관리

700,000원*10회 7,000  ㅇ재정제도연구 및 자료수집 분석활동

1,000,000원*12회 12,000  ㅇ재원확충다변화업무추진

2,000,000원*12회 24,000  ㅇ예산편성업무추진

1,000,000원*4회 4,000  ㅇ예산사후관리업무추진

72,000(11-1214-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0,000원*40명*12월 72,0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4,380(11-1215-121-201-01) 일반운영비

68,000,000원 68,000  ㅇ법령집 추록·가제

3,500,000원 3,500  ㅇ법령·조례 등 자료관리

7,000,000원 7,000  ㅇ법무담당공무원 연찬회

30,880,000원 30,880  ㅇ소청심사위원회, 법률고문회의 등 운영

6,000,000원 6,000  ㅇ소청심사위원회,법률고문회의  회의록작성 속기료

75,000자*120원 9,000  ㅇ자치법규 영문화

24,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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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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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2회 4,000  ㅇ법률자문회의 운영

500,000원*4회 2,000  ㅇ법령집 및 DB구축 업무추진

16,200(11-1215-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27명*12월 16,2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83,500(11-1216-121-201-01) 일반운영비

4,000,000원*3식 12,000  ㅇ중기재정계획운영

3,500,000원*2식 7,000  ㅇ기금의 효율적 관리

1,700,000원*4식 6,800  ㅇ지방채운영

5,000,000원*1식 5,000  ㅇ공기업예산, 결산승인업무

7,900,000원*1식 7,900  ㅇ재정합리화

3,500,000원*4식 14,000  ㅇ재정관리 및 경영평가업무

30,800  ㅇ지방재정투융자심사

7회*2,400,000원 16,800    · 심사의뢰서 인쇄

7회*10회*100,000원 7,000    · 심사자료 사전검토수당

7회*10회*100,000원 7,000    · 회의참석수당

21,000(11-1216-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원*6회 3,000  ㅇ민자유치관리

500,000원*6회 3,000  ㅇ부채관리

500,000원*4회 2,000  ㅇ중기재정계획수립

500,000원*6회 3,000  ㅇ기금관리

500,000원*6회 3,000  ㅇ공기업경영합리화 추진

1,000,000원*7회 7,000  ㅇ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운영

54,000(11-1216-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0,000원*30명*12월 54,0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800(11-1217-121-201-01) 일반운영비

1,200,000원*4식 4,800  ㅇ업무계획, 보고서, 회의자료 작성

1,000,000원*1식 1,000  ㅇ분권이양업무

2,500,000원*4식 10,000  ㅇ창의혁신업무

6,000,000원*1식 6,000  ㅇ상상뱅크운영

24,000(11-1217-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원*4회 6,000  ㅇ행정혁신업무추진

600,000원*12회 7,200  ㅇ행정혁신협의회 운영

800,000원*6회 4,800  ㅇCRM 구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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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4회 2,000  ㅇ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

800,000원*5회 4,000  ㅇ자치구 혁신지원

66,440(11-1218-121-201-01) 일반운영비

4,000원*400부*6회 9,600  ㅇ국내외 설명자료 제작

320,000원*20회 6,400  ㅇ각종 자문회의 회의자료

40,000원*5종*6회 1,200  ㅇ설계도등 인쇄비

500,000원*4회 2,000  ㅇ조감도 수정 및 제작

16,200  ㅇ위원회 수당

70,000원*10명*6회 4,200    · 투자진흥위원회

100,000원*10명*12회 12,000    · 금융도시자문단

1,000,000원*6회 6,000  ㅇ통번역 감수료

4,500,000원*1식 4,500  ㅇ해외우편 발송

3,000,000원*1식 3,000  ㅇ국제금융도시조성 프로젝트 추진

227,000원*5종*4분기 4,540  ㅇ금융통계관련 서적구매 및 구독

13,000,000원*1식 13,000  ㅇ국제비즈니스추진업무

42,000(11-1218-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0,000원*1식 29,000  ㅇ금융산업추진

13,000,000원*1식 13,000  ㅇ비즈니스추진

12,000(11-1219-121-201-01) 일반운영비

6,000,000원*1식 6,000  ㅇ교육지원업무

6,000,000원*1식 6,000  ㅇ교육협력관운영

23,000(11-1219-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0원*2회 4,000  ㅇ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2,000,000원*2회 4,000  ㅇ교육실무협의회운영

1,500,000원*2회 3,000  ㅇ교육정책업무협의

1,000,000원*12회 12,000  ㅇ교육관련기관업무협의

9903 반환금및기타 920 1,955 1,035

1,955(11-1218-422-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1,955,000원*1식 1,955  ㅇ국고보조 반환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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