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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균형발전추진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개    요

□ 조  직 : 2단 7반(도심활성화추진단, 뉴타운사업단, 도심활성화반, 도심상권부활반, 지역중심개발반, 이주사업담당관, 뉴타운사업 1,2,3반)

□ 인  력 : 112명(1급 1명, 3급 2명, 4급 7명, 5급이하 102명)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 %

총    계

계 423,206 100.0 5,383 100.0 417,823 7,761.9

인 건 비 6,232 1.5 4,298 79.8 1,934 45.0

기본경비 1,275 0.3 871 16.2 404 46.4

사 업 비 214,629 50.7 214 4.0 214,415 100,193.9

기    타 201,070 47.3 - - 201,070 -

일반회계

계 222,206 52.4 5,383 100.0 216,823 4,027.9

인 건 비 6,232 1.5 4,298 79.8 1,934 45.0

기본경비 1,275 0.3 871 16.2 404 46.4

사 업 비 30,368 7.2 214 4.0 30,154 14,090.7

기    타 184,331 43.6 - - 184,331 -

재정비촉진
 특 별 회 계

계 201,000 47.6 - - 201,000 -

사 업 비 184,261 43.5 - - 184,261 -

기    타 16,739 4.1 - - 16,739 -

기관임무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뉴타운 사업으로 100년이상 고품격이 유지되는 친환경도시 건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균형발전추진본부

목표달성지표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광화문광장」 조성
조성율

(%)

5

(5)

40

(45)

55

(100)
-

∘명동∼인사동간 보행녹지축 조성
조성율

(%)

5

(5)

25

(30)

30

(60)

35

(95)

∘세운상가 녹지축 복원
추진율

(%)

5

(5)

15

(20)

80

(100)
-

균형발전추진 ∘열린남산 만들기사업
공정률

(%)

10

(10)

25

(35)

50

(85)

15

(100)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공정률

(%)

30

(70)

20

(90)

10

(100)
-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공정률

(%)

10

(15)

20

(35)

20

(55)

20

(75)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조성율

(%)

10

(10)

50

(60)

40

(100)
-

∘3차 뉴타운사업
공정률

(%)

15

(20)

10

(30)

10

(40)

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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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체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일반예산 (49.3%)

전략 Ⅰ : 강․남북의 균형발전 

           도모 (9.5%)

전략 Ⅱ : 다핵공간구조 실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0.1%)

423,206

『전략목표Ⅱ』

다핵공간구조 실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성과목표 3,  주요사업 7

   (뉴타운사업단)

『전략목표Ⅲ』

광역적 개발로 고품격의 주거

환경 조성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6

   (뉴타운사업단)

전략목표  3건

성과목표  10건

주요사업 24건

『전략목표Ⅰ』

도심재창조를 위한 도심정비 

활성화

  ⇒ 성과목표 5, 주요사업 11

(도심활성화추진단)

전략 Ⅲ : 광역적 개발로 고품격의

          주거환경 조성

           (41.1%)

전략 Ⅰ : 도심재창조를 위한 

           도심정비 활성화

            (9.5%)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417,823 423,206 5,383균형발전추진본부

40,148 40,319 171전략목표 1: 도심 재창조를 위한 도심정비 활성화

6,519 6,690 171성과목표 1-1: 경복궁∼숭례문을 친환경적인 역사문화거리로 조성

-광화문광장 조성율(%) 5(5) 40(45) 55(100) 조성 공정율 확인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율(%) 5(5) 30(35) 65(100) 조성 공정율 확인

1,599 1,599 0성과목표 1-2: 명동∼인사동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거리로 조성

-명동 관광특구 가로환경 업그레이드 추진율(%) 5(5) 30(35) 65(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명동∼인사동간 보행 녹지축 조성율(%) 5(5) 25(30) 30(6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10,000 10,000 0성과목표 1-3: 도심 남북 육경축을 복원하여 생태 녹지공간 및 환경수준 향상

-세운상가(종로∼청계천) 녹지축 복원 추진율(%) 5(5) 15(20) 80(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율(%) 65(65) 35(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15,610 15,610 0성과목표 1-4: 동대문운동장을 패션·관광거점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추진율(%) 10(10) 25(35) 40(7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 공정율(%) 10(10) 25(35) 40(7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 추진율(%) 10(10) 25(35) 40(7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6,420 6,420 0성과목표 1-5: 남산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생태지수와 녹지조망 증대

1 균형발전추진본부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 공정율(%) 10(10) 25(35) 50(8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 공정율(%) 10(10) 25(35) 50(8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321 321 0전략목표 2: 다핵 공간구조 실현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321 321 0성과목표 2-1: 촉진지구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다핵화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율(%) 30(70) 20(90) 100(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율(%) 10(15) 20(35) 20(5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0 0 0성과목표 2-2: 노후된 도심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개소수(개소) 2 2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추진실적 확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 지원액(백만원) 20,000 40,000 100,000 융자지원 실적 확인

0 0 0성과목표 2-3: 동남권에 선진물류체계 구축

-유통단지 조성 공정율(%) 10(10) 50(60) 40(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도시기반시설(도로) 조성율(%) 35(35) 30(65) 35(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물류단지 조성 공정율(%) 10(10) 40(50) 50(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이주전문상가 조성 공정율(%) 5(5) 40(45) 55(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173,947 173,989 42전략목표 3: 광역적 개발로 고품격의 주거환경 조성

173,935 173,977 42성과목표 3-1: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은평 뉴타운 사업 진도율(%) 36.0(54.5) 25.5(80.0) 20.0(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길음 뉴타운 사업 진도율(%) 8(88) 8(96) 4(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왕십리 뉴타운 사업 진도율(%) 10(60) 10(70) 10(8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2차 뉴타운 사업 진도율(%) 15(69) 5(74) 5(79)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3차 뉴타운 사업 진도율(%) 15(20) 10(30) 10(4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2 균형발전추진본부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12 12 0성과목표 3-2: 재래시장  재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정비사업 구역선정 및 변경 재래시장 수(개소) 15(98)) 10(108) 10(118) 사업시행구역 선정 재래시장수 확인

203,407 208,577 5,169전략목표 9: 일반예산

203,407 208,577 5,169성과목표 9-9: 일반예산

3 균형발전추진본부



성 과 단 명 세 서



균형발전추진본부 5,382,613 423,205,900 417,823,287

도심 재창조를 위한 도심정비 활성화전략목표 : 170,800 40,319,000 40,148,200

경복궁∼숭례문을 친환경적인 역사문화거
리로 조성

성과목표 : 170,800 6,690,000 6,519,2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광화문광장 조성율(%) 5(5) 40(45) 55(100) 조성 공정율 확인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율(%) 5(5) 30(35) 65(100) 조성 공정율 확인

0101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 및 연구지원단 운영 0 50,000 50,000

50,000(11-2441-122-201-01) 일반운영비

70,000원 * 20명 * 24회 33,600  ㅇ시민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70,000원 * 6명 * 24회 10,080  ㅇ연구지원단 참석위원 수당

6,320,000원 6,320  ㅇ위원회 회의자료

0102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0 6,300,000 6,300,000

10,000(11-2441-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  ㅇ현상공모에 따른 심사수당 및 심사경비

5,000,000원*1식 5,000    · 심의위원수당 및 심의도서 검토비

5,000,000원*1식 5,000    · 심사장 비용 등 심사제비용

40,000(11-2441-122-301-12) 기타보상금

40,000  ㅇ현상공모에 따른 입상작 시상금

20,000,000원*1식 20,000    · 우수작

10,000,000원*2작 20,000    · 장려작

6,100,000(11-2441-220-401-01) 시설비

400,000,000원 400,000  ㅇ기본및실시설계비

5,700,000,000원 5,700,000  ㅇ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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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균형발전추진본부



150,000(11-2441-220-401-02) 감리비

150,000,000원 150,000  ㅇ감리비

0103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0 340,000 340,000

340,000(11-2441-220-401-01) 시설비

340,000,000원 340,000  ㅇ기본및실시설계비

명동∼인사동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거리로 조성

성과목표 : 0 1,599,000 1,599,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명동 관광특구 가로환경 업그레이드 추진율(%) 5(5) 30(35) 65(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명동∼인사동간 보행 녹지축 조성율(%) 5(5) 25(30) 30(6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0104 명동~인사동 보행녹지축 조성사업 0 1,599,000 1,599,000

1,599,000(11-2441-220-401-01) 시설비

76,000,000원 76,000  ㅇ공사 설계비

1,523,000  ㅇ공사비

117,000,000원 117,000    ·삼일로

1,406,000,000원 1,406,000    ·명동 3길

도심 남북 육경축을 복원하여 생태 녹지공
간 및 환경수준 향상

성과목표 : 0 10,000,000 10,0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세운상가(종로∼청계천) 녹지축 복원 추진율(%) 5(5) 15(20) 80(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율(%) 65(65) 35(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0112 남북 녹지축 조성사업(세운상가 주변) 0 10,000,000 10,000,000

10,000,000(31-1112-220-401-01) 시설비

9,500,000,000원 9,500,000  ㅇ보상비

500,000,000원 500,000  ㅇ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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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운동장을 패션·관광거점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

성과목표 : 0 15,610,000 15,61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추진율(%) 10(10) 25(35) 40(7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 공정율(%) 10(10) 25(35) 40(7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 추진율(%) 10(10) 25(35) 40(7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0106 동대문야구장 대체 아마·리틀·동호회 야구장 건립 0 10,000,000 10,000,000

9,850,000(11-2441-220-401-01) 시설비

9,850,000,000원 9,850,000  ㅇ시설비(교통영향평가, 기본및실시설계, 공사비)

150,000(11-2441-220-401-02) 감리비

150,000,000원 150,000  ㅇ공사감리비

0107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0 5,160,000 5,160,000

400,000(11-2441-122-301-12) 기타보상금

400,000,000원 400,000  ㅇ설계현상공모

4,700,000(11-2441-220-401-01) 시설비

900,000,000원 900,000  ㅇ기본 및 실시설계비

400,000,000원 400,000  ㅇ교통및환경영향평가

3,400,000,000원 3,400,000  ㅇ공사비

60,000(11-2441-220-401-02) 감리비

60,000,000원 60,000  ㅇ공사감리비

0113 동대문운동장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 0 450,000 450,000

450,000(11-2441-220-401-01) 시설비

450,000,000원 450,000  ㅇ기본설계비

남산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생태지수와 녹
지조망 증대

성과목표 : 0 6,420,000 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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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 공정율(%) 10(10) 25(35) 50(8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 공정율(%) 10(10) 25(35) 50(8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0108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 0 4,720,000 4,720,000

4,720,000(11-2441-220-401-01) 시설비

700,000,000원 700,000  ㅇ기본 및 실시설계비

4,020,000,000원 4,020,000  ㅇ공사비

0114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0 1,700,000 1,700,000

1,700,000(11-2441-220-401-01) 시설비

200,000,000원 200,000  ㅇ기본및실시설계

1,500,000,000원 1,500,000  ㅇ공사비

다핵 공간구조 실현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
고

전략목표 : 0 321,000 321,000

촉진지구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다핵
화

성과목표 : 0 321,000 32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율(%) 30(70) 20(90) 100(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율(%) 10(15) 20(35) 20(55)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0118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원 0 321,000 321,000

321,000(31-1112-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21,000,000원*1식 321,000  ㅇ개발계획수립(망우,구의·자양, 천호·성내 지구)

광역적 개발로 고품격의 주거환경 조성전략목표 : 42,400 173,989,224 173,946,82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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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성과목표 : 42,400 173,977,296 173,934,89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은평 뉴타운 사업 진도율(%) 36.0(54.5) 25.5(80.0) 20.0(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길음 뉴타운 사업 진도율(%) 8(88) 8(96) 4(10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왕십리 뉴타운 사업 진도율(%) 10(60) 10(70) 10(8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2차 뉴타운 사업 진도율(%) 15(69) 5(74) 5(79)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3차 뉴타운 사업 진도율(%) 15(20) 10(30) 10(40) 연차별 추진 진도율 확인

0111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0 23,184 23,184

23,184(11-2442-122-201-01) 일반운영비

23,184  ㅇ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요 경비

70,000원*15명*18회*80% 15,120    ·본위원회 경비

70,000원*6명*24회*80% 8,064    ·소위원회 경비

0113 2차뉴타운사업지구 전략사업 지원 0 35,099,000 35,099,000

35,099,000(31-1112-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304,000,000원 9,304,000  ㅇ미아뉴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 개설

5,892,000,000원 5,892,000  ㅇ답십리16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19,803,000,000원 19,803,000  ㅇ돈의문뉴타운 서울성곽근린공원조성사업

100,000,000원 100,000  ㅇ천호동357-12∼357-1간 도로개설공사

0114 뉴타운지구내 자립형 사립고 부지매입 0 137,480,000 137,480,000

137,480,000(31-1112-220-401-01) 시설비

92,000,000,000원 92,000,000  ㅇ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

45,480,000,000원 45,480,000  ㅇ길음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

0119 은평뉴타운 공동구 설치 0 1,361,000 1,361,000

1,361,000(31-1112-220-401-01)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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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000,000원 1,361,000  ㅇ공사비

0194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 42,400 14,112 -28,288

14,112(11-2442-122-201-01) 일반운영비

70,000원*15명*12회*80% 10,080  ㅇ지역균형발전본위원회

70,000원*6명*12회*80% 4,032  ㅇ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재래시장  재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성과목표 : 0 11,928 11,92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재래시장 정비사업 구역선정 및 변경 재래시장 수(개
소)

15(98)) 10(108) 10(118) 사업시행구역 선정 재래시장수 확인

0112 시장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0 11,928 11,928

11,928(11-2442-122-201-01) 일반운영비

11,928  ㅇ시장정비 위원회 소요 경비

70,000원*12명*15회*80% 10,080    ·시장정비사업구역 시행선정위원회 수당

70,000원*11명*3회*80% 1,848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일반예산전략목표 : 5,169,413 208,576,676 203,407,263

일반예산성과목표 : 5,169,413 208,576,676 203,407,26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9901 인건비 4,297,514 6,231,787 1,934,273

3,375,549(11-2441-110-101-01) 기본급

2,856,943  ㅇ 일반직(94명)

78,220,000원*1명*1년*1.016 79,472    · 1급

64,405,000원*2명*1년*1.016 130,871    · 3급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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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6,000원*7명*1년*1.016 400,804    · 4급

2,748,500원*21명*12월*1.016 703,704    · 5급

2,284,600원*31명*12월*1.016 863,470    · 6급

1,755,800원*31명*12월*1.016 663,609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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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835  ㅇ 기 능 직(18명)

2,092,700원*2명*12월*1.016 51,029    · 7등급

1,726,900원*3명*12월*1.016 63,164    · 8등급

1,376,400원*9명*12월*1.016 151,030    · 9등급

996,800원*4명*12월*1.016 48,612    · 10등급

213,302,583원*0.96 204,771  ㅇ 정근수당

860,299(11-2441-110-101-02) 수당

564,601  ㅇ 시간외수당

487,691    · 일반직

9,471원*21명*12월*59시간*1.016 143,068      - 5급

8,036원*31명*12월*59시간*1.016 179,197      - 6급

7,210원*31명*12월*59시간*1.016 160,778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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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10    · 기능직

7,210원*2명*12월*59시간*1.016 10,373      - 7등급

6,461원*3명*12월*59시간*1.016 13,943      - 8등급

5,794원*9명*12월*59시간*1.016 37,511      - 9등급

5,242원*4명*12월*59시간*1.016 15,083      - 10등급

36,971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56,400원*112명*4회*0.19 4,801    · 중학교

422,400원*112명*4회*0.17 32,170    · 고등학교

70,964  ㅇ 가족수당

30,000원*112명*12월*0.8 32,256    · 배우자

20,000원*112명*12월*1.44 38,708    · 기타가족

90,720  ㅇ 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27명*12월 42,120    · 25년 이상

110,000원*17명*12월 22,44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25명*12월 24,000    · 15년 - 2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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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3명*12월 2,160    · 10년 - 15년 미만

1,440  ㅇ위험근무수당

30,000원*4명*12월 1,440    · 을종

30,000  ㅇ 특수업무 수당

29,520    · 기술업무수당

50,000원*12명*12월 7,200      - 5급

30,000원*27명*12월 9,720      - 6,7급

12,600      - 가산금

50,000원*3명*12월 1,800       = 기술사

30,000원*28명*12월 10,080       = 기능장,기사

20,000원*3명*12월 720       = 산업기사

40,000원*1명*12월 480    ·자동차 운전수당

2,559,631,000원*0.49*4.8% 60,203  ㅇ 대우공무원수당

50,000원*9명*12월 5,400  ㅇ 모범공무원 수당

174,720(11-244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112명*12월 174,720  ㅇ정액급식비

159,600(11-2441-110-101-04) 교통보조비

159,600  ㅇ교통비

140,000원*21명*12월 35,280    · 5급

130,000원*64명*12월 99,840    · 6,7급(등급)

120,000원*17명*12월 24,480    · 8급(등급)이하

255,964(11-2441-110-101-05) 명절휴가비

213,302,583원*120% 255,964  ㅇ명절휴가비

426,606(11-2441-110-101-06) 가계지원비

426,606  ㅇ가계지원비

213,302,583원*200% 426,606    · 일반,기능

77,994(11-2441-110-101-07) 연가보상비

77,994  ㅇ연가보상금

213,302,583원*10일*1/30 71,101    · 월급제

50,928,917원/30*10일*70%*58% 6,893    · 연봉제(전임형)

51,695(11-244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51,695  ㅇ저소득자녀 부업알선

25,128원*7명*248일 43,623    · 인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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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원*7명*248일 3,993    · 중식비

25,128원*7명*248일*0.0935 4,079    · 4대보험료

213,303(11-2441-121-303-01) 포상금

213,302,583원*100% 213,303  ㅇ성과상여금(일반,기능 4급 이하)

516,802(11-2441-121-304-01) 연금부담금

382,980  ㅇ 연금부담금

2,855,122,000원*11.601% 331,223    · 월급제(일반대상자)

611,147,000원*11.601%*0.73 51,757    · 연봉제(계약직 포함)

125,865  ㅇ 퇴직수당부담금

2,855,122,000원*3.8126% 108,855    · 월급제(일반대상자)

611,147,000원*3.8126%*0.73 17,010    · 연봉제(계약직 포함)

7,957  ㅇ 재해보상부담금

2,855,122,000원*0.241% 6,881    · 월급제(일반대상자)

611,147,000원*0.241%*0.73 1,076    · 연봉제(계약직 포함)

119,255(11-244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119,255  ㅇ 건강보험 부담금

4,712,692,000원*2.24% 105,565    · 월급제(일반대상자)

611,147,000원*2.24% 13,690    · 월급제

9902 기본경비 871,899 1,274,789 402,890

426,259(11-2441-121-201-01) 일반운영비

994  ㅇ 공통기본사무용품

10,000원*94명 940    ·사무직

3,000원*18명 54    · 기타직

24,000원*94명 2,256  ㅇ기본사무용 종이류

5,000원*112명 560  ㅇ소규모수선비

320,000원*42대 13,440  ㅇ행정장비수리비

50,000원*24팀 1,200  ㅇ도서구입비

240,000원*112명 26,880  ㅇ기본업무추진급량비

40,000원*94명 3,760  ㅇ기타소모품구입비

24,050,000원*3명 72,150  ㅇ일숙직비(동남권이관)

350,000원*2명 700  ㅇ당직실침구구입 및 세탁(동남권이관)

50,000원*112회선*12월 67,200  ㅇ전화요금(동남권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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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00원*112명 30,912  ㅇ전기요금(동남권이관)

38,000원*112명 4,256  ㅇ상하수도요금(동남권이관)

18,000원*112명 2,016  ㅇ우편요금(동남권이관)

38,400  ㅇ기타업무보고서 및 행정감사자료(기타조직별)

200,000원*12회 2,400    · 업무보고서 작성

30,000,000원*1회 30,000    · 의회 및 국감자료 인쇄

5,000원*200매*12회/2 6,000    · 기타 보고서 작성 칼라복사

25,000원*12월*112명 33,60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16,736  ㅇ도심활성화 추진업무

253,000원*4색*2반기*4개반 8,096    · 칼라프린터토너 구매

5,000원*100매*3회*4개반 6,000    · 도면구입비(구별행정구역도)

880,000원*3명*1회 2,640    · 자료수집 연회비(3급이상)

22,550  ㅇ유통단지조성 추진업무

2,000원*1,000부*2회 4,000    · 이주단지 공청회 개최비

700,000원*10회 7,000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40,000원*4단*2회*2일*10㎝

6,400    · 진입도로 연결로 등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25,000원*10권 250    · 유통단지 전문도서 구입

5,000원*200매 1,000    · 이주단지조성관련 도면구입비

1,500원*100부*10회 1,500    · 이주단지조성 등 보고자료 발간비

1,000원*100매*24회 2,400    · 관련 OHP 필름 복사

88,649  ㅇ예장동청사 관리 기본경비

1,400,000원*12회 16,800    · 도시가스요금

142,450원*12회 1,710    · 케이블TV 사용료

400,000원*1회 400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20,000원*112명 2,240    · 청사관리소모품 구입비

554,970원*1회 555    · 청사 환경개선부담금

440,790원*1회 441    · 청사 교통유발부담금

12,120    · 차량관리

11,000,000원*1식 11,000      -차량유지비(연료 및 소모품)

209,000원*5대*1회 1,045      -차량보험료(소형승합)

15,000원*5대*1회 75      -차량검사비

54,383    · 시설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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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원*1식 3,000      -청사유지관리비(LAN,통신)

40,000,000원*1식 40,000      -청사청소 용역

3,063,000원*1식 3,063      -보일러세관 등 수리비

180,000원*12회 2,160      -청사무인경비 월정료(신규)

5,000,000원*1식 5,000      -청사유지보수

200,000원*3명*1회 600      -방호원 피복비

5,000원*112명 560      -정화조 청소

156,800(11-2441-121-202-01) 국내여비

1,400,000원*112명 156,80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58,940(11-244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000,000원*1명 22,000  ㅇ 1급

7,200,000원*2명 14,400  ㅇ 3급

3,220,000원*7명 22,540  ㅇ 4급

119,000(11-244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원*12회 12,000  ㅇ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등 각종 회의추진

58,800,000원*1식 58,800  ㅇ도심재창조 축별 업무추진

10,000,000원*1식 10,000  ㅇ상인 및 주민대책 업무추진

1,000,000원*12회 12,000  ㅇ전문가 자문위원회 업무추진

14,200,000원*1식 14,200  ㅇ도심축사업추진 관련 민원대책비

12,000,000원*1식 12,000  ㅇ유관기관 업무추진

24,720(11-244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72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000원*4반*12월 12,000    ·정원 15인이하

350,000원*3반*12월 12,600    ·정원 15인초과 30인이하

5,000원*2명*12월 120    ·정원 30인초과

77,400(11-244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77,400  ㅇ 직책급 업무 추진비

700,000원*1명*12월 8,400    · 1급

600,000원*2명*12월 14,400    · 3급

350,000원*7명*12월 29,400    · 4급

100,000원*21명*12월 25,200    · 5급

254,940(11-2441-121-204-02) 직급보조비

254,940  ㅇ 직급 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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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원*1명*12월 9,000    · 1급

650,000원*2명*12월 15,600    · 3급

400,000원*7명*12월 33,600    · 4급

250,000원*21명*12월 63,000    · 5급(팀장)

155,000원*31명*12월 57,660    · 6급(등급)

140,000원*32명*12월 53,760    · 7급(등급)

105,000원*15명*12월 18,900    · 8,9(등)급

95,000원*3명*12월 3,420    · 10등급

48,600(11-244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81명*12월 48,600  ㅇ대민활동비

55,130(11-2442-121-201-01) 일반운영비

19,200  ㅇ업무보고서 등 행정감사 자료

200,000원*12회 2,400    · 업무보고자료

15,000,000원*1식 15,000    · 의회 및 국감자료 인쇄

5,000원*30매*12회 1,800    · 도면 등 칼라복사

23,930  ㅇ지역균형발전 업무추진

2,000원*60부*12회*1 1,440    · 직원교육 자료

10,000원*200부*6회 12,000    ·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침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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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000원*2권 490    · 서울시지번기본도(1/5,000)

2,000원*1,000부*6회 12,000  ㅇ시민공청회 자료

53,000(11-244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0,000원*1식 33,000  ㅇ도시재정비촉진 업무추진

1,000,000원*12회 12,000  ㅇ공청회등 업무관련 각종회의

8,000,000원*1식 8,000  ㅇ뉴타운사업관련 민원대책비

9904 재투기금예탁금 0 14,739,000 14,739,000

14,739,000(31-1112-422-704-01) 예탁금

14,739,000,000원 14,739,000  ㅇ재투기금 예탁금

9906 예비비 0 2,000,000 2,000,000

2,000,000(31-1411-410-801-01)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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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0원 2,000,000  ㅇ예비비

9911 도시재정비특별회계법정전출 0 184,331,100 184,331,100

184,331,100(11-2442-421-701-01) 기타회계전출금

184,331,100,000원 184,331,100  ㅇ법정전출금(도시계획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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