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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개    요

□ 조  직 : 4과 1반(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도심개선기획반)
□ 인  력 : 131명(2급 1명, 4급 4명, 5급이하 126명)  ※  계약직 8명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 %

총    계

계 838,829 100.0 638,985 100.0 199,844 31.3

인 건 비 7,477 0.9 6,995 1.1 482 6.9

기본경비 1,382 0.2 1,210 0.2 172 14.2

사 업 비 136,819 16.0 56,723 9.0 80,096 141.2
기    타 693,151 83.0 574,057 89.8 119,094 20.7

일반회계

계 362,968 43.3 397,955 62.3 △34,987 △8.8
인 건 비 7,477 0.9 6,995 1.1 482 6.9

기본경비 1,303 0.2 1,127 0.2 176 15.6

사 업 비 47,241 5.6 7,684 1.2 39,557 514.8

기    타 306,947 36.6 382,149 59.8 △75,202 △19.7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계 383,861 44.8 241,030 37.7 142,831 59.3

기본경비 79 0.1 83 0.1 △4 △4.8

사 업 비 26,073 3.1 49,039 7.7 △22,966 △46.8
기    타 357,709 41.8 191,908 30.0 165,801 86.4

기반시설부담금
 특 별 회 계

계 92,000 11.0 - - 92,000 -

사 업 비 63,505 7.6 - - 63,505 -

기    타 28,495 3.4 - - 28,495 -

기관임무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시책추진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람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여 도시경쟁력 제고



---------------------------------------------------------------------------------------------------------------------------------------------------------- 도시계획국

목표달성지표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추진율
%

10

(100)

90

(100)
- -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지침 마련

  및 시행
-

40%

(40%)

60%

(100%)

지침 시행

지침 보완 -

도시개발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결합

  개발제도 도입․시행
- -

 시범사업대상

 선정

 시범사업 시행

 및 보완
확대 시행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실적
개소

8

(102)

8

(110)

15

(125)

10

(135)

∘대학가 주변지역 교육․문화

  환경Upgrade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수

개소
2

(7)

2

(9)

2

(11)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추진

추진율

(%)

8

(8)

30

(38)

37

(75)

23

(98)



---------------------------------------------------------------------------------------------------------------------------------------------------------- 도시계획국

목표체계                                               예산규모  

『전략목표Ⅰ』

 도시관리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6

     (도시계획과)

『전략목표Ⅳ』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 서비스 공급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4

  (도시계획과, 토지관리과)

『전략목표Ⅲ』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3

    (시설계획과)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10건

주요사업  25건 

전략 Ⅳ : 도시정보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0.1%)

(단위:백만원)

838,829

 일반예산 등

           (81.9%)

전략 Ⅰ : 도시관리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0.1%)

전략 Ⅱ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관리기반 구축 (3.0%)

전략 Ⅲ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7.6%)
『전략목표Ⅱ』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5

   (도시관리과)

『전략목표 Ⅴ』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있는 서울 구현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7

    (도심개선기획반)
전략 Ⅴ :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있는 서울 구현 (7.3%)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199,844 838,829 638,985도시계획국

-333 165 498전략목표 1: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133 159 292성과목표 1-1: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으로 도시관리 기반 구축

-마곡R&D시티(MRC) 조성 세부계획 추진율(%) 30(40) 50(90) 1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추진율(%) 10(10) 9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지침 마련 및 시행 40(40) 60(100)시행 지침보완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200 6 206성과목표 1-2: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 조성

-역세권 토지이용 조사 및 분석 조사분석및시범사업 시범사업분석 및보
완

주요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주거지역 종별 관리방안 및 개발모형 연구 추진율(%) 70(70) 30(100) 연구 추진실적 확인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결합개발 제도도입·시행 시범사업 대상선정 시범사업시행및보완 주요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7,056 26,140 19,085전략목표 2: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 구축

802 1,997 1,195성과목표 2-1: 지구단위계획제도 정착으로 도시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영방안 
마련 추진율(%)

50(50) 5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실적(개소) 8(102) 8(110) 15(125) 추진실적 확인

-지구단위계획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
원(개소)

3(3) 3(6) 2(8) 시설비 지원 개소수 확인

1 도시계획국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11,553 24,143 12,590성과목표 2-2: 전략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대학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수(개소) 2(7) 2(9) 2(11) 계획수립 구역수 확인

-대학가 환경정비사업 시행 구역수(개소) 4(4) 5(9) 사업시행 구역수 확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율(%) 10(10) 80(90) 10(100) 공정률 확인

-5,300 0 5,300성과목표 2-3: 공공·민간협력에 의한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

4개소(4개소) 2개소(6개소)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도시기반시설 정비(성내천좌안 분류식하수도 재정비) 19%(19%) 51%(70%) 3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도시기반시설 정비(송파동 95-55번지 하수관 이설) 40%(100%) 주요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63,406 63,606 200전략목표 3: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100 100 0성과목표 3-1: 도시쾌적성 및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증진

-주요 산 접근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100 기본계획 수립추진 실적 확인

-도시관리계획 환경검토성 시행(건) 80(80) 80(160) 80(240) 환경성검토 시행 건수 확인

63,306 63,506 200성과목표 3-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실적(건) 130(130) 130(260) 정비건수 확인

-132 378 510전략목표 4: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55 284 229성과목표 4-1: 도시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

-측량 기준점 정비 및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율(%) 50(50) 20(70) 추진실적 확인

-본번의 부지번 변경 사업 추진건수(필지) 700(1,700) 300(2,000) 추진실적 확인

2 도시계획국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187 94 281성과목표 4-2: 도시계획 및 토지관련 정보의 전산화로 시민편의 증진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유지관리 용역 추진율
(%)

30(80) 20(100) 용역 추진실적 확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고도화 추진율(%) 40(40) 30(70) 추진실적 확인

-34,309 0 34,309전략목표 5: 지역균형발전도모

-33,399 0 33,399성과목표 5-1: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은평 뉴타운사업 진도율 15%(50%) 20%(70%) 15%(85%)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길음 뉴타운사업 진도율 15%(65%) 15%(80%) 10%(9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왕십리 뉴타운사업 진도율 15%(60%) 10%(70%) 10%(8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2차 뉴타운사업 진도율 25%(54%) 15%(69%) 10%(79%)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3차 뉴타운사업 진도율 5%(5%) 15%(20%) 20%(4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910 0 910성과목표 5-2: 촉진지구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다핵화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진도율 40%(40%) 30%(70%) 20%(9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진도율 5%(5%) 10%(15%) 20%(35%)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0 0 0성과목표 5-3: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 재래시장수 17(77) 8(85) 8(93) 환경개선사업 시행 재래시장수 확인

-재래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변경 시장수 15(83) 15(98) 10(108) 사업시행구역 선정 재래시장수 확인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4회(27회) 6회(33회) 6회(39회) 경영현대화 지원 회수 확인

3 도시계획국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0 0 0전략목표 6: 동남권역에 선진물류체계 구축

0 0 0성과목표 6-1: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유통단지 조성(단지조성 공정율) 1% 10% 60% 공사진척도 확인

-도시기반시설(도로)조성율 2% 40% 80% 사업비 집행결과 확인

0 0 0성과목표 6-2: 물류기반시설 구축

-물류단지 조성(조성율) 10% 50% 단위사업별 확인

0 0 0성과목표 6-3: 성공적인 청계천 상인 이주

-이주전문상가 조성(건축 공정율) 5% 45% 계획공정 기간내 달성도

59,427 61,547 2,120전략목표 7: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있는 서울 구현

59,427 61,547 2,120성과목표 7-1: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한강의 자연성 회복사업 추진율(%) 5(5) 17(22) 32(54)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한강 접근성 향상사업 추진율(%) 5(5) 24(29) 56(85)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문화관광 기반 조성사업 추진율(%) 6(6) 40(46) 30(76)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한강 수변경관 개선사업 추진율(%) 9(9) 28(37) 46(83)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수상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율(%) 3(3) 34(37) 23(60)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0 0 0성과목표 7-2: 서해 연결 한강주운 인프라 구축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17(17) 65(82) 13(95)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Waterfront Town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17(17) 65(82) 13(95)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4 도시계획국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104,729 686,992 582,263전략목표 9: 일반예산

104,729 686,992 582,263성과목표 9-9: 일반예산

5 도시계획국



성 과 단 명 세 서



도시계획국 638,984,987 838,828,555 199,843,568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
모

전략목표 : 498,276 165,400 -332,876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으로 도시관리 기
반 구축

성과목표 : 292,276 159,000 -133,27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마곡R&D시티(MRC) 조성 세부계획 추진율(%) 30(40) 50(90) 1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추진율(%) 10(10) 9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지침 마련 및 시행 40(40) 60(100)시행 지침보완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0153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92,276 109,000 16,724

96,328(11-2421-122-201-01) 일반운영비

5,000  ㅇ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0,000원*500부 5,000    ·도시계획홍보 및 자료집 발간

91,328  ㅇ도시계획위원회 운영

9,00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9,000,000원 9,000      -슬라이드,칼라복사등

42,240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100,000원*17명*24회*80% 32,640      -본회의

100,000원*5명*3분과*8회*80% 9,600      -분과위원회(3개분과)

29,568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안건검토수당

70,000원*17명*24회*80% 22,848      -본회의

70,000원*5명*3분과*8회*80% 6,720      -분과위원회

10,520    ·도시계획위원회 속기사 수수료

10,520,000원 10,520      -본회의 속기사 수수료

12,672(11-2421-122-301-12) 기타보상금

12,672  ㅇ도시계획위원회위원 조사활동비

30,000원*17명*24회*80% 9,792    ·본회의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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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5명*3분과*8회*80% 2,880    ·분과위원회(3개 분과)

0209 한강르네상스21 시민위원회 운영 0 50,000 50,000

50,000(11-2421-122-201-01) 일반운영비

50,000  ㅇ한강르네상스21 시민위원회 운영

19,200,000원 19,200    ·위원회참석수당

30,800,000원 30,800    ·업무보고서 작성 및 칼라복사등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 조성성과목표 : 206,000 6,400 -199,6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역세권 토지이용 조사 및 분석 조사분석및시범사업 시범사업분석 및보완 주요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주거지역 종별 관리방안 및 개발모형 연구 추진율(%) 70(70) 30(100) 연구 추진실적 확인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결합개발 제도도입·시행 시범사업 대상선정 시범사업시행및보완 주요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사항 확인

0191 생태도시포럼 운영 6,000 6,400 400

6,400(11-2422-122-301-10) 행사실비보상금

400,000원 400  ㅇ발제자 수당

600,000원 600  ㅇ발제자 원고료

1,600,000원 1,600  ㅇ토론,사회자수당

3,800,000원 3,800  ㅇ포럼운영비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 
구축

전략목표 : 19,084,909 26,140,480 7,055,571

지구단위계획제도 정착으로 도시관리의 질
적 수준 제고

성과목표 : 1,195,000 1,997,480 802,48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영방
안 마련 추진율(%)

50(50) 50(100) 주요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사항 확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실적(개소) 8(102) 8(110) 15(125) 추진실적 확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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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개소)

3(3) 3(6) 2(8) 시설비 지원 개소수 확인

0189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70,600 67,480 -3,120

57,400(11-2424-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원*14명*24회 33,600  ㅇ위원회참석수당

2,000,000원*7회 14,000  ㅇ심의자료 작성

8,000,000원*1식 8,000  ㅇ속기사 수수료

100,000원*18회 1,800  ㅇ심의안 사전배포 택배비

10,080(11-2424-122-301-12) 기타보상금

30,000원*14명*24회 10,080  ㅇ위원 조사활동비

0417 개미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0 250,000 250,000

250,000(25-1213-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50,000,000원 250,000  ㅇ개미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0418 새동네·안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0 510,000 510,000

510,000(25-1213-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10,000,000원 510,000  ㅇ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0419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0 310,000 310,000

310,000(25-1213-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10,000,000원 310,000  ㅇ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0420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0 540,000 540,000

540,000(25-1213-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8개소*150,000,000원*45% 540,000  ㅇ자치구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

0422 남대문시장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0 320,000 32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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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25-1213-220-401-01) 시설비

320,000,000원 320,000  ㅇ기본조사설계비

전략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성과목표 : 12,589,909 24,143,000 11,553,09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대학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수(개소) 2(7) 2(9) 2(11) 계획수립 구역수 확인

대학가 환경정비사업 시행 구역수(개소) 4(4) 5(9) 사업시행 구역수 확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율(%) 10(10) 80(90) 10(100) 공정률 확인

0413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 4,000,000 785,000 -3,215,000

785,000(25-1213-220-401-01) 시설비

785,000,000원 785,000  ㅇ 가로환경정비 공사비

0414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248,377 8,393,000 8,144,623

8,393,000(25-1213-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2,000,000원 2,002,000  ㅇ홍익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2,139,000,000원 2,139,000  ㅇ한양대주변 환경정비사업

2,000,000,000원 2,000,000  ㅇ숙명여대주변 환경정비사업

2,252,000,000원 2,252,000  ㅇ성균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0415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5,015,000 13,630,000 8,615,000

13,630,000(25-1213-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00,000원*1식 700,000  ㅇ대림동 1051-9~810-56간 도로개설

665,000,000원*1식 665,000  ㅇ대조동 15-73~14-25간 도로개설

2,310,000,000원*1식 2,310,000  ㅇ화양동 18-27~2-49간 도로개설

6,440,000,000원*1식 6,440,000  ㅇ방학1동 706-10~705-41간 도로개설

2,300,000,000원*1식 2,300,000  ㅇ중화2동 209-10~208간 도로개설

200,000,000원*1식 200,000  ㅇ방화동 612-10~612-31간 도로개설

1,015,000,000원*1식 1,015,000  ㅇ이태원동 72-25~44-80간 도로개설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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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대학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0 700,000 700,000

700,000(25-1213-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700,000,000원 700,000  ㅇ대학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6101 도시개발관련사업 291,532 310,000 18,468

120,000(25-1111-122-201-01) 일반운영비

120,000  ㅇ체비지매각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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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25-1111-122-303-01) 포상금

40,000,000원 40,000  ㅇ체비지대부료등 체납분 징수 포상금

150,000(25-1111-421-305-01) 배상금등

150,000,000원 150,000  ㅇ소송배상금

6101 토지구획정리관련사업 325,000 325,000 0

250,000(25-1212-220-401-01) 시설비

250,000,000원 250,000  ㅇ지구내 체비지정리비

75,000(25-1212-220-401-03) 시설부대비

75,000,000원 75,000  ㅇ각종 시설공사 부대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으로 국제경
쟁력 강화

전략목표 : 200,000 63,605,500 63,405,500

도시쾌적성 및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증진성과목표 : 0 100,000 1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주요 산 접근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100 기본계획 수립추진 실적 확인

도시관리계획 환경검토성 시행(건) 80(80) 80(160) 80(240) 환경성검토 시행 건수 확인

0208 주요산 접근환경 개선계획 수립 0 100,000 100,000

100,000(11-2422-220-401-01)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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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100,000  ㅇ기본설계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토지이용 효
율성 확보

성과목표 : 200,000 63,505,500 63,305,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실적(건) 130(130) 130(260) 정비건수 확인

0102 기반부담관련사업 0 5,500 5,500

5,500(32-1211-122-201-01) 일반운영비

5,500,000원 5,500  ㅇ기반시설부담금 담당자 교육

0103 고덕뒷길(암사대교∼고덕동)도로확장 0 14,000,000 14,000,000

14,000,000(32-1211-220-401-01) 시설비

14,000,000,000원 14,000,000  ㅇ보상비

0104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0 26,000,000 26,000,000

25,000,000(32-1211-220-401-01) 시설비

5,000,000,000원 5,000,000  ㅇ보상비

20,000,000,000원 20,000,000  ㅇ공사비

1,000,000(32-1211-220-401-02) 감리비

1,000,000,000원 1,000,000  ㅇ감리비

0105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0 20,000,000 20,000,000

20,000,000(32-1211-220-401-01) 시설비

400,000,000원 400,000  ㅇ기본및실시설계비

19,600,000,000원 19,600,000  ㅇ보상비

0107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0 3,400,000 3,400,000

3,400,000(32-1211-220-401-01) 시설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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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원 500,000  ㅇ기본및실시설계비

2,900,000,000원 2,900,000  ㅇ보상비

0108 기반시설사업(도로) 시설부대비 0 100,000 100,000

100,000(32-1211-220-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0원 100,000  ㅇ시설부대비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
스 공급

전략목표 : 509,714 377,736 -131,978

도시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성과목표 : 229,172 283,916 54,744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측량 기준점 정비 및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율(%) 50(50) 20(70) 추진실적 확인

본번의 부지번 변경 사업 추진건수(필지) 700(1,700) 300(2,000) 추진실적 확인

0109 부동산중개업소 특별관리 8,172 33,916 25,744

8,216(11-2423-122-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5,000원*12월*3명 2,340  ㅇ공익근무요원 봉급

88,000원*12월*3명 3,168  ㅇ공익근무요원 급식비

35,200원*12월*3명 1,268  ㅇ공익근무요원 교통비

40,000원*12월*3명 1,440  ㅇ공익근무요원 여비

700(11-2423-220-201-01) 일반운영비

700  ㅇ구매차량운영비

500,000원 500    · 보험료

200,000원 200    · 탁송료

25,000(11-2423-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000원*1식 25,000  ㅇ부동산중개업소 단속용 차량

0511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 마련 0 250,000 250,000

50,000(11-2423-220-207-01)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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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50,000  ㅇ학술용역

193,000(11-2423-220-207-02) 전산개발비

193,000,000원 193,000  ㅇ지적삼각점 정비

7,000(11-2423-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0원 7,000  ㅇ디지털레벨측량기 구매

도시계획 및 토지관련 정보의 전산화로 시
민편의 증진

성과목표 : 280,542 93,820 -186,72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유지관리 용역 추진율
(%)

30(80) 20(100) 용역 추진실적 확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고도화 추진율(%) 40(40) 30(70) 추진실적 확인

0304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유지관리 280,542 93,820 -186,722

93,820(11-2421-122-201-01) 일반운영비

93,820,000원 93,820  ㅇ응용 S/W 유지보수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있는 서울
구현

전략목표 : 2,120,000 61,547,000 59,427,000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성과목표 : 2,120,000 61,547,000 59,427,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한강의 자연성 회복사업 추진율(%) 5(5) 17(22) 32(54)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한강 접근성 향상사업 추진율(%) 5(5) 24(29) 56(85)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문화관광 기반 조성사업 추진율(%) 6(6) 40(46) 30(76)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한강 수변경관 개선사업 추진율(%) 9(9) 28(37) 46(83)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수상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율(%) 3(3) 34(37) 23(60)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

0106 한강 생태계 회복(복원) 사업 0 8,385,000 8,385,000

8,385,000(11-2451-220-401-01) 시설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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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  ㅇ인공호안을 생태녹지공간으로 조성

2,500,000,000원 2,500,000    ·공사비

2,000,000  ㅇ여의도샛강 생태습지공원 조성

2,000,000,000원 2,000,000    ·설계비

2,000,000  ㅇ암사동 한강둔치 생태복원

200,000,000원 200,000    ·설계비

1,800,000,000원 1,800,000    ·공사비

160,000  ㅇ강서 습지생태공원 확충 및 리모델링

160,000,000원 160,000    ·설계비

1,025,000  ㅇ자연형 친수공간 조성

200,000    ·Waterfront Parkway

200,000,000원 200,000      -설계비

825,000    ·자연형 수변사면

100,000,000원 100,000      -설계비

725,000,000원 725,000      -공사비

700,000  ㅇ친수형 실개천 조성

30,000,000원 30,000    ·설계비

670,000,000원 670,000    ·공사비

0208 한강접근로 증설·정비 및 접근체계 개선 0 32,986,000 32,986,000

116,000(11-2451-122-201-01) 일반운영비

116,000,000원 116,000  ㅇShuttle Bus 운행

32,321,000(11-2451-220-401-01) 시설비

4,600,000  ㅇ한강연결 보행녹도 조성

100,000,000원 100,000    ·설계비

4,500,000,000원 4,500,000    ·공사비

10,580,000  ㅇ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

300,000,000원 300,000    ·설계비

10,280,000,000원 10,280,000    ·공사비

3,600,000  ㅇ잠수교를 보행전용 공간으로 조성

3,600,000,000원 3,600,000    ·공사비

5,600,000  ㅇ한강접근도로 정비

700,000,000원 700,000    ·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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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00,000원 4,900,000    ·공사비

5,940,000  ㅇ한강제방 지하통로 환경정비

5,940,000,000원 5,940,000    ·공사비

351,000  ㅇ한강접근 안내체계 정비

351,000,000원 351,000    ·공사비

1,650,000  ㅇHi-Seoul Bike 도입

1,650,000,000원 1,650,000    ·공사비

400,000(11-2451-220-401-02) 감리비

100,000,000원 100,000  ㅇ한강연결 보행녹도 조성

200,000,000원 200,000  ㅇ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 설치

100,000,000원 100,000  ㅇ한강접근도로 정비

149,000(11-245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9,000,000원 149,000  ㅇHi-Seoul Bike 도입

0301 한강 교량조명 등 수변경관 개선 0 6,056,000 6,056,000

6,003,000(11-2451-220-401-01) 시설비

4,003,000,000원 4,003,000  ㅇ한강교량 조명 개선

1,000,000  ㅇ한강공원 지구내 조명개선

72,000,000원 72,000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8,000,000원 28,000    ·실시설계

900,000,000원 900,000    ·공사비

1,000,000,000원 1,000,000  ㅇ한강공원 시설물 미관제고

53,000(11-2451-220-401-02) 감리비

53,000,000원 53,000  ㅇ한강교량 조명개선

0302 한강수상교통 이용시설 설치 0 2,810,000 2,810,000

2,810,000(11-2451-220-401-01) 시설비

900,000,000원 900,000  ㅇ택시승강장 설치

1,910,000  ㅇ수륙양용버스 입수로 설치

70,000,000원 70,000    ·설계비

1,840,000,000원 1,840,000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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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한강교량(반포대교) 낙하분수 설치 0 9,680,000 9,680,000

9,550,000(11-2451-220-401-01) 시설비

250,000,000원 250,000  ㅇ설계비

9,300,000,000원 9,300,000  ㅇ공사비

130,000(11-2451-220-401-02) 감리비

130,000,000원 130,000  ㅇ감리비

0304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 0 1,080,000 1,080,000

1,080,000(11-2451-220-401-01) 시설비

1,080,000,000원 1,080,000  ㅇ실시설계비

0305 절두산성지 주변 근대역사 관광지 조성 0 200,000 200,000

200,000(11-2451-220-401-01) 시설비

200,000,000원 200,000  ㅇ설계비

0602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 기본계획 0 250,000 250,000

250,000(11-2451-220-401-01) 시설비

250,000,000원 250,000  ㅇ기본설계비

0603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설부대비 0 100,000 100,000

100,000(11-2451-220-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0원 100,000  ㅇ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설부대비

일반예산전략목표 : 582,263,088 686,992,439 104,729,351

일반예산성과목표 : 582,263,088 686,992,439 104,729,35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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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 인건비 6,995,326 7,477,465 482,139

3,674,717(11-2421-110-101-01) 기본급

3,269,617  ㅇ 일반직

72,291,000원*1명*1.016 73,448    · 2급

56,356,000원*4명*1.016 229,031    · 4급

2,748,500원*22명*12월*1.016 737,214    · 5급

2,284,600원*58명*12월*1.016 1,615,523    · 6급

1,755,800원*28명*12월*1.016 599,388    · 7급

1,231,300원*1명*12월*1.016 15,013    · 8급

155,304  ㅇ 기 능 직

1,726,900원*1명*12월*1.016 21,055    · 8급

1,376,400원*8명*12월*1.016 134,249    · 9급

260,203,500원*0.96*1.000 249,796  ㅇ 정근수당

1,096,192(11-2421-110-101-02) 수당

673,009  ㅇ 시간외수당

635,018    · 일반직

9,471원*22명*12월*59시간*1.016 149,881      - 5급

8,036원*58명*12월*59시간*1.016 335,271      - 6급

7,210원*28명*12월*59시간*1.016 145,218      - 7급

6,461원*1명*12월*59시간*1.016 4,648      - 8급

37,991    · 기능직

6,461원*1명*12월*59시간*1.016 4,648      - 8급

5,794원*8명*12월*59시간*1.016 33,343      - 9급

43,244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56,400원*131명*0.19*4회 5,616    · 중학교

422,400원*131명*0.17*4회 37,628    · 고등학교

83,002  ㅇ 가족수당

30,000원*131명*0.80*12월 37,728    · 배우자

20,000원*131명*1.44*12월 45,274    · 기타가족

136,200  ㅇ 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32명*12월 49,920    · 25년 이상

110,000원*30명*12월 39,600    · 20년 - 2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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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도시계획국



80,000원*24명*12월 23,040    · 15년 - 20년 미만

60,000원*27명*12월 19,44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7명*12월 4,200    · 5년 - 10년 미만

76,680  ㅇ 특수업무 수당

72,480    · 기술업무수당

50,000원*19명*12월 11,400      - 5급

30,000원*73명*12월 26,280      - 6,7급

20,000원*3명*12월 720      - 8급

34,080      - 가산금

50,000원*4명*12월 2,400       = 기술사

30,000원*88명*12월 31,680       = 기능장,기사

4,200    · 전산업무수당

50,000원*7명*12월 4,200      - 3년이상 근무자

1,415,000원 1,415  ㅇ업무대행수당

73,440  ㅇ 대우공무원수당

3,122,442,000원*0.49*4.8% 73,440    · 대우공무원수당

50,000원*8명*12회 4,800  ㅇ모범공무원수당

400,000원*131명*12회*0.7% 4,402  ㅇ육아휴식수당

204,360(11-242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131명*12월 204,360  ㅇ정액급식비

185,520(11-2421-110-101-04) 교통보조비

185,520  ㅇ교통비

140,000원*22명*12월 36,960    · 5급

1300,00원*86명*12월 134,160    · 6급,7급

120,000원*10명*12월 14,400    · 8급

312,245(11-2421-110-101-05) 명절휴가비

260,203,500원*120%*1.00 312,245  ㅇ명절휴가비

520,407(11-2421-110-101-06) 가계지원비

260,203,500원*200%*1.00 520,407  ㅇ가계지원비

98,316(11-2421-110-101-07) 연가보상비

98,316  ㅇ연가보상금

49,633,667원*10일*0.033333*1.0*1.00*70% 11,582    · 연봉계약제

260,203,500원*10일*0.033333*1.0*1 86,734    ·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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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02(11-2421-110-101-08) 기타직보수

335,902  ㅇ 계약직(8명)

293,125    · 급여

293,125      - 기본급

51,005,000원*1명*1.016 51,822       = 가급

36,351,667원*3명*1.016 110,800       = 나급

32,111,750원*4명*1.016 130,503       = 다급

40,175    ·  수당

55,850원*12월*59시간*1.016 40,175      - 시간외 근무수당

461    · 자녀학비보조수당

56,400원*8명*4회*0.03 55      - 중학교

422,400원*8명*4회*0.03 406      - 고등학교

2,141    · 가족수당

30,000원*8명*12월*0.35 1,008      - 배우자

20,000원*8명*12월*0.59 1,133      - 기타가족

29,540(11-242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29,540  ㅇ저소득자녀 부업알선

25,128원*4명*248일 24,927    · 인부임

2,300원*4명*248일 2,282    · 중식비

25,128원*4명*248일*0.0935 2,331    · 4대 보험료

260,204(11-2421-121-303-01) 포상금

260,203,500원*100% 260,204  ㅇ성과상여금(일반,기능4급이하)

617,299(11-2421-121-304-01) 연금부담금

457,455  ㅇ 연금부담금

3,508,438,000원*11.601% 407,014    · 일반대상자

595,604,000원*11.601%*0.73 50,441    · 연봉제

150,340  ㅇ 퇴직수당부담금

3,508,438,000원*3.8126% 133,763    · 일반대상자

595,604,000원*0.73*3.8126% 16,577    · 연봉제(계약직 포함)

9,504  ㅇ 재해보상부담금

3,508,438,000원*0.241% 8,456    · 일반대상자

595,604,000원*0.73*0.241% 1,048    · 연봉제(계약직포함)

142,763(11-242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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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63  ㅇ 건강보험 부담금

5,777,696,500원*2.240% 129,421    · 일반대상자

595,604,000원*2.240% 13,342    · 연봉제(계약직 포함)

9902 기본경비 1,210,774 1,382,598 171,824

159,393(11-2421-121-201-01) 일반운영비

22,641  ㅇ 공통기본경비

1,167    · 기본사무용품

10,000원*114명 1,140      - 사무직

3,000원*9명 27      - 기타직

24,000원*114명*80% 2,189    · 기본사무용 종이류

5,000원*131명 655    · 소규모 수선비

17,280    · 행정장비수리비

320,000원*54대 17,280      - 도시계획국(본청)

50,000원*27팀 1,350    · 도서구입비

60,140  ㅇ 급량비

240,000원*131명 31,440    ·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8,700,000원*1식 28,700    · 기타업무추진급량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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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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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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400(11-2421-121-202-01) 국내여비

183,400  ㅇ 국내여비

1,400,000원*131명 183,400    · 기본업무추진여비

211,520(11-242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6,000,000원*1명 176,000  ㅇ행정2부시장

9,000,000원*1명 9,000  ㅇ2급

7,200,000원*1명 7,200  ㅇ3급

3,220,000원*6명 19,320  ㅇ4급

100,000(11-242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00원 50,000  ㅇ 건설.기술업무 종합조정(2부시장)

50,000  ㅇ 도시계획업무추진

250,000원*20회 5,000    · 시의회및 유관기관 협의

20,000원*30명*20회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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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000원*8회 9,840    · 도시계획관련자료수집,업무협의,민원조사 등

25,020(11-242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20  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000원*1과*12월 3,000    · 정원 15인이하

350,000원*3과*12월 12,600    · 정원15인초과 30이하

9,420,000원 9,420    · 정원30인 초과

51,000(11-242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51,000  ㅇ 직책급 업무 추진비

650,000원*1명*12월 7,800    · 2급

350,000원*4명*12월 16,800    · 4급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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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22명*12월 26,400    · 5급 (팀장)

282,900(11-2421-121-204-02) 직급보조비

282,900  ㅇ 직급 보조비

650,000원*1명*12월 7,800    · 2급

400,000원*4명*12월 19,200    · 4급

250,000원*22명*12월 66,000    · 5급

155,000원*58명*12월 107,880    · 6급

140,000원*28명*12월 47,040    · 7급

105,000원*10명*12월 12,600    · 8급,9급

400,000원*1명*12월 4,800    · 계약 가급

250,000원*4명*12월 12,000    · 계약 나급

155,000원*3명*12월 5,580    · 계약 다급

62,400(11-242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104명*12월 62,400  ㅇ대민활동비

53,39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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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54  ㅇ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

1,400원*300부*8회*70% 2,352    · 시의회 의견청취자료 인쇄비

2,743원*70매*32회*70% 4,302    ·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설명용 복사

4,400원*70매*32회*70% 6,900    · 시의회및도시계획위원회설명용 OHP필름복사

2,500원*30종*12월 900  ㅇ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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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35매*5회*50% 875    · 대형칼라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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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0  ㅇ 청계천복원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

5,000원*150매 750    · 도면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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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4단*10cm*2일간지 3,200    ·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700,000원*5회 3,500    · 기술용역 자문회의비

13,000(11-242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0  ㅇ 시설계획업무 추진

500,000원*12회 6,000    · 유관기관 및 의회업무협의

40,000원*30명*4회 4,800    · 자문위원 회의비 등

2,200,000원 2,200    · 시민공청회 등

41,953(11-2423-121-201-01) 일반운영비

6,900  ㅇ 지적법규·제도의 운영

4,500원*300부 1,350    ·지적행정 역점 지침서 제작

10원*250,000매 2,500    ·지가조사 안내문 제작

100원*10,000매 1,000    ·공인중개사 자격증

150원*5,000부*2종 1,500    ·지가조사 공고문 등

5,500원*100매 550    ·지적(임야)도 용지

3,390  ㅇ 지적 및 토지기록 소모품

1,000원*600장 600    ·광디스크

40,000원*5개*12월*50% 1,200    ·플로터용 잉크

24,000원*6개*12월*50%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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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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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0원*8% 7,200    ·전산장비 유지비

11,520  ㅇ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6,398,816원*12% 4,368    ·제우스

15,550,000원*12% 1,866    ·미들웨어

44,044,805원*12% 5,286    ·ArcSDE

2,683  ㅇ지적측량업무용 차량유지비

44,590원*2회 90    ·자동차세

392,020원*1회 393    ·차량보험료

100,000원*12월 1,200    ·차량유류대

1,000,000원 1,000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

100,000원*6인*6회 3,600  ㅇ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13,000(11-242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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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원 5,000    · 토지관리업무추진비

6,120(11-2423-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17명*12월 6,120  ㅇ토지관리직원 활동비

1,080(11-2423-121-301-12) 기타보상금

1,080  ㅇ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30,000원*6명*6회 1,080    · 지방지적위원 조사활동비

40,455(11-2424-121-201-01) 일반운영비

40,000원*3단*8cm*10회*2일간지*1.1 21,120  ㅇ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400,000원*6대*50% 1,200  ㅇ 회의실장비유지비

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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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D원*11명*10회*80% 6,160    ·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자문위원회

10,000  ㅇ 지구단위계획관련 자료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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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500부*2회 5,000    · 지구단위계획 업무편람

2,500원*500부*2회 2,500    · 지구단위계획포럼관련 자료제작

5,000원*500부*1회 2,500    · 지구단위계획 교육자료 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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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0(11-2424-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00  ㅇ 도시관리업무 시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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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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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원 6,000    ·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48,000(11-245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0,000원 48,000  ㅇ한강르네상스 업무추진

76,960(25-1111-121-201-01) 일반운영비

61,288  ㅇ환지,압류(해제)등기

786,000원*8건*1 6,288    ·측량수수료

5,500,000원*10건*1 55,000    ·소송비용

15,672  ㅇ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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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원*100부 3,000    ·도시개발법개정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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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 0

50,000(25-1111-422-802-03) 과오납금등

50,000,000원 50,000ㅇ 체비지매각대금 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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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도시계획국



9904 재투기금예탁금 188,000,000 335,637,540 147,637,540

335,637,540(25-1111-422-704-01) 예탁금

335,637,540,000원 335,637,540  ㅇ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9905 교부금 2,030,000 30,692,026 28,662,026

3,000,000(25-1111-422-308-02) 징수교부금

3,000,000,000원 3,000,000  ㅇ체비지 매각,대부료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27,692,026(32-1111-422-308-02) 징수교부금

27,692,026,000원 27,692,026  ㅇ징수교부금

9906 예비비 1,827,988 4,805,474 2,977,486

4,003,000(25-1411-410-801-01) 예비비

4,003,000,000원 4,003,000  ㅇ예비비

802,474(32-1411-410-801-01) 예비비

802,474,000원 802,474  ㅇ예비비

9911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82,149,000 306,947,336 -75,201,664

306,947,336(11-2421-421-701-01) 기타회계전출금

306,947,336  ㅇ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0,450,686,000원 30,450,686    ·2005년도 결산결과 정산금

614,437,000,000원*45% 276,496,650    ·2006 도시계획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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