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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대학교

개    요

□ 조  직 : 대학본부(4처), 대학 7, 대학원 7, 부속기관 9, 부설연구소 12

□ 인  력 : 590명 (3급 1명, 4급 3명, 5급이하 172명, 연구직 2명, 교원직 402명)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 %

일반회계

계 73,586 100 68,807 100 4,779 6.9

인 건 비 32,919 44.7 30,167 43.8 2,752 9.1

기본경비 3,639 4.9 3,511 5.1 128 3.6

사 업 비 36,908 50.2 35,129 51.1 1,779 5.1

기    타 120 0.2 - - 120 100

기관임무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 양성

목표달성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시정관리

∘ 교사 확보율 % 85 85 85 87 87

∘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 % 65 70 75 80 85

∘ 도서관 학생 1인당 장서수 권 62 64 65 66 6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립대학교

목표체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전략 Ⅱ : 다양한 능력개발 지원 및 복지환경 

개선으로 학생경쟁력 강화(4.2%)

『전략목표Ⅱ』

다양한 능력개발 지원 및 

복지환경 개선으로 학생 

경쟁력 강화

 ⇒ 성과목표 3  주요사업 2

(서울시립대학교)

『전략목표Ⅰ』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성과목표 4 주요사업 4

(서울시립대학교)

전략목표   4건

성과목표 11건

주요사업  11건

『전략목표Ⅲ』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한 

여건향상으로 연구역량 제고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6

(서울시립대학교)

『전략목표Ⅳ』

시민 서비스 제공 및 시정지원 
기능강화로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기여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2
(서울시립대학교)

73,586

전략 Ⅰ :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34.1%)

전략 Ⅳ : 시민 서비스 제공 및 시정지원 기능강화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1.4%)

전략 Ⅲ : 다양한 제도시행을 통한 여건

          향상으로 연구역량 제고(10.4%)

일반예산 (49.8%)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4,779 73,586 68,807서울시립대학교

4,621 25,110 20,488전략목표 1: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6,382 19,771 13,389성과목표 1-1: 시설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

-교사 확보율 85% 86% 87%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준율 대비 확보율 확
인

-정보기술관 건립 공정율 51% 100% - 계획공정대비 달성도 조사

-종합강의동 건립 공정율 27% 67% 100% 계획공정대비 달성도 조사

-563 1,196 1,759성과목표 1-2: 장서 및 전자정보의 지속적 확보로 도서관 기능강화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84% 84.3% 84.5% 이용학생 만족도 조사

-도서관 학생 1인당 장서수 64권 65권 66권 도서관 장서수 대비 학생수

-전자정보 자료 구입비율 40.5% 41.0% 41.5% 도서구입 예산대비 전자정보자료 구입비율 
확인

-856 1,729 2,585성과목표 1-3: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으로 정보화 기반구축

-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율 60% 70% 85% 공정율 확인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확충 90% 100% 유지관리 공정율 확인

-교내정보통신망 재구축율 40% 80% 85% 공정률 확인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75% 80% 85% 이용자 만족도 조사

-341 2,414 2,755성과목표 1-4: 현장 감각과 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실험실습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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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실험실습기자재 수요대비 확보율 70% 75% 77% 기자재 확충실적 조사

-실험실습기자재 활용율 65% 68% 70% 실험실습기자재 보유대수 대비 이용대수

-3,029 3,111 6,139전략목표 2: 도시과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3,139 2,348 5,487성과목표 2-1: 장학금확충을 통한 학생복지 증진

-장학금 수혜율 37.9% 37.9% 37.9% 지급인원 및 학생수 조사

-52 163 215성과목표 2-2: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로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제고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추진실적 25명 30명 35명 교환학생 현황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급인원 30명 32명 37명 수학보조금 지급인원 조사

162 600 438성과목표 2-3: 우수한 교수확보와 수준높은 강의로 교육의 내실화 도모

-졸업생 순수 취업률 50% 50% 50% 졸업생 취업률 조사

-교수1인당 학생수 34.1명 33명 31.6명 교수1인당 학생수 조사

-강의만족도 83% 86% 88% 강의만족도 전수조사 확인

-신입생 모집 충원율 99.5% 99.5% 99.5% 모집인원대비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64.1% 66.1% 69.1%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확보실
적

228 7,629 7,401전략목표 3: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한 여건향상으로 연구역량 제고

-39 631 670성과목표 3-1: 연구 활성화로 교수 역량 제고

-교수업적 평가점수(교육,연구,봉사) 670점 680점 690점 평가점수 실적 확인

-전임교원1인당우수국내학술지(학술진흥재단)게재 논문
실적(인문사회,예체능계열

0.57 0.58 0.59 전임교원 1인당 국내우수학술지 거재논문실
적

-전임교원 1인당 우수국제학술지(SCI급)게재 논문실적(자
연공학계열)

0.47 0.48 0.49 전임교원1인당 국제우수학술지 게재 논문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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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267 6,998 6,731성과목표 3-2: 학술활동지원 및 첨단장비 확충으로 연구여건 향상 도모

-첨단 연구장비 수요대비 확보율(2단계) 66% 67% 68% 수요대비 확보율

-우수연구과제 지원 실적 110 115 120 우수연구과제 지원건수(전임교원1인당)

-41 1,059 1,100전략목표 4: 시민서비스제공 및 시정지원 기능 강화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

79 779 700성과목표 4-1: 열린교육으로 시민생활 향상 및 교육기회 확대

-수강생 수료 실적 75% 76% 77% 수강인원 대비 수료인원 조사`

-강의만족도 95.5% 96.0% 96.0% 교육수료자 설문조사

-사이버 시민대학 구축율 - 100% - 구축 공정율 확인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실적(개) - - 20 콘텐츠 개발.운영실적 확인

-120 280 400성과목표 4-2: 시책연구실적 제고로 주요시정의 원활한 추진 도모

-연구보고서 발간실적(연구소 전체) 30건 30건 30건 논문 및 연구보고서 발간 건수

-학술활동 실적(연구소 전체) 110 120 138 정기/부정기 간행물 발행실적, 세미나 및 학
술대회 개최 건수

3,000 36,678 33,678전략목표 9: 일반예산

3,000 36,678 33,678성과목표 9-9: 일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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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단 명 세 서



서울시립대학교 68,806,631 73,586,041 4,779,410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
경 조성

전략목표 : 20,488,131 25,109,610 4,621,479

시설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성과목표 : 13,388,940 19,770,545 6,381,60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교사 확보율 85% 86% 87%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준율 대비 확보율 확인

정보기술관 건립 공정율 51% 100% - 계획공정대비 달성도 조사

종합강의동 건립 공정율 27% 67% 100% 계획공정대비 달성도 조사

0105 시립대 기존시설 적정 유지관리 3,825,940 1,479,545 -2,346,395

116,545(11-215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116,545  ㅇ녹지대 유지관리

42,550원*11명*249일 116,545    ·일시사역인부임

75,000(11-2151-122-201-01) 일반운영비

75,000  ㅇ건물 등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

75,000,000원 75,000    ·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46,000(11-2151-220-206-01) 재료비

46,000,000원 46,000  ㅇ녹지대 유지관리

1,242,000(11-2151-220-401-01) 시설비

120,000,000원 120,000  ㅇ건물 소규모 수리

200,000,000원 200,000  ㅇ전기설비유지보수(연간단가계약사업)

120,000,000원 120,000  ㅇ기계설비 유지보수(연간단가계약사업)

802,000,000원*1식 802,000  ㅇ조형관  증축공사

0109 정보기술관 신축 2,617,000 9,140,000 6,523,000

8,650,000(11-2151-220-401-01) 시설비

8,650,000  ㅇ정보기술관 신축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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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0,000,000원 8,650,000    ·시설비

315,000(11-2151-220-401-02) 감리비

315,000  ㅇ정보기술관 신축

315,000,000원 315,000    ·감리비

18,000(11-2151-220-401-03) 시설부대비

18,000  ㅇ정보기술관 신축

18,000,000원 18,000    ·시설부대비

157,000(11-215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7,000,000원 157,000  ㅇ정보기술관 강의실 교구설치

0110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 6,004,000 7,847,000 1,843,000

7,447,000(11-2151-220-401-01) 시설비

7,447,000  ㅇ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

7,447,000,000원 7,447,000    ·공사비

384,000(11-2151-220-401-02) 감리비

384,000  ㅇ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

384,000,000원 384,000    ·감리비

16,000(11-2151-220-401-03) 시설부대비

16,000  ㅇ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

16,000,000원 16,000    ·시설부대비

0112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810,000 1,232,000 422,000

1,182,000(11-2151-220-401-01) 시설비

1,182,000  ㅇ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1,182,000,000원 1,182,000    ·설계비

50,000(11-2151-220-401-03) 시설부대비

50,000,000원 50,000  ㅇ시설부대비

0210 교육지원환경개선 132,000 72,000 -60,000

72,000(11-215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2,000,000원 72,000  ㅇ노후 행정장비 대체구입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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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및 전자정보의 지속적 확보로 도서관 
기능강화

성과목표 : 1,759,275 1,196,065 -563,21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84% 84.3% 84.5% 이용학생 만족도 조사

도서관 학생 1인당 장서수 64권 65권 66권 도서관 장서수 대비 학생수

전자정보 자료 구입비율 40.5% 41.0% 41.5% 도서구입 예산대비 전자정보자료 구입비율 확인

0102 도서관 기능강화 1,759,275 1,196,065 -563,210

559,395(11-2151-122-201-01) 일반운영비

559,395  ㅇ도서관 일반운영

495,310,000원 495,310    · 전자정보자료 확충

64,085,000원 64,085    · 주전산기유지 등

600,000(11-2151-122-405-02) 도서구입비

600,000  ㅇ도서관 장서 확충

15,000원*3,000권 45,000    ·교양도서(3,000권)

75,000원*500권 37,500    ·참고도서(500권)

100,000원*260종 26,000    ·국내정기간행물

825,000원*300종 247,500    ·국외학술간행물

244,000,000원 244,000    ·국내외전문도서(4,100권)

36,670(11-215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6,670  ㅇ도서관리 비품 구입

36,670,000원 36,670    ·서가 및 CD보관장 등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으로 정보화 기
반구축

성과목표 : 2,585,416 1,729,000 -856,41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율 60% 70% 85% 공정율 확인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확충 90% 100% 유지관리 공정율 확인

교내정보통신망 재구축율 40% 80% 85% 공정률 확인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75% 80% 85% 이용자 만족도 조사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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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2,167,373 1,600,000 -567,373

428,000(11-2151-122-201-01) 일반운영비

428,000  ㅇ전자계산소 운영

428,000,000원 428,000    ·서버유지보수, 전용회선 사용료 등

200,000(11-2151-220-207-02) 전산개발비

200,000  ㅇ대학행정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및 유지

79,000,000원 79,000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성능관리 툴

121,000,000원 121,000    ·대학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72,000(11-215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2,000,000원 222,000  ㅇ스토리지 가상화 구축

680,000,000원 680,000  ㅇ정보통신장비 교체

70,000,000원 70,000  ㅇ서버및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0402 정보화 기반확충 418,043 129,000 -289,043

129,000(11-2151-220-207-02) 전산개발비

129,000  ㅇ소프트웨어 구입

25,000,000원 25,000    ·한글(CLA)License

49,000,000원 49,000    ·MS Campus License

28,000,000원 28,000    ·V3(백신프로그램)

11,000,000원 11,000    ·SAS(통계프로그램)

4,000,000원 4,000    ·SPSS(통계프로그램)

12,000,000원 12,000    ·스팸메일차단S/W

현장 감각과 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실
험실습 기반  확충

성과목표 : 2,754,500 2,414,000 -340,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실험실습기자재 수요대비 확보율 70% 75% 77% 기자재 확충실적 조사

실험실습기자재 활용율 65% 68% 70% 실험실습기자재 보유대수 대비 이용대수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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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2,754,500 2,414,000 -340,500

150,000(11-2151-122-201-01) 일반운영비

150,000,000원 150,000  ㅇ실험실습기자재 유지보수

200,000(11-2151-220-207-02) 전산개발비

200,000,000원 200,000  ㅇ실험실습용 S/W구입

2,064,000(11-215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64,000,000원 2,064,000  ㅇ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도시과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전략목표 : 6,139,389 3,110,507 -3,028,882

장학금확충을 통한 학생복지 증진성과목표 : 5,486,524 2,347,587 -3,138,93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장학금 수혜율 37.9% 37.9% 37.9% 지급인원 및 학생수 조사

0201 장학금 지급 2,274,524 2,347,587 73,063

2,347,587(11-2151-122-301-02) 장학금및학자금

2,347,587  ㅇ장학금 지급

2,182,587,000원 2,182,587    ·일반장학금

105,000,000원 105,000    ·시민장학금(600명)

60,000,000원 60,000    ·몽골국적 유학생 장학금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로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 215,360 163,420 -51,94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추진실적 25명 30명 35명 교환학생 현황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급인원 30명 32명 37명 수학보조금 지급인원 조사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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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외국인 학생 수학보조금 지급 215,360 163,420 -51,940

7,920(11-2151-122-201-01) 일반운영비

7,920  ㅇ외국우수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720,000원*11명 7,920    ·몽골국립대학생 한국어교육 지원비

155,500(11-2151-122-301-10) 행사실비보상금

155,500  ㅇ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원

48,000,000원 48,000    ·몽골,일본유학생(기존학생)

107,500,000원 107,500    ·러시아중국유학생(신규학생)

우수한 교수확보와 수준높은 강의로 교육
의 내실화 도모

성과목표 : 437,505 599,500 161,99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졸업생 순수 취업률 50% 50% 50% 졸업생 취업률 조사

교수1인당 학생수 34.1명 33명 31.6명 교수1인당 학생수 조사

강의만족도 83% 86% 88% 강의만족도 전수조사 확인

신입생 모집 충원율 99.5% 99.5% 99.5% 모집인원대비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64.1% 66.1% 69.1%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확보실적

6101 대학(원) 입시관리 437,505 599,500 161,995

599,500(11-2151-122-201-01) 일반운영비

496,500  ㅇ입시관리

391,035    ·대학

35,000원*5단*37센티*2사*5회*1.1 71,225      -모집공고료

54,500,000원 54,500      -모집요강등 서식인쇄 등

25,760,000원 25,760      -시험출제관리

31,700,000원 31,700      -난방기임차, 소모품구입 등

207,850,000원 160,350      -입시관리 수당

5,000원*9,500명 47,500      -인터넷원서접수 수수료

105,465    ·대학원(입시관리)

14,245,000원 14,245      -모집공고료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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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원*7개 대학원 10,500      -입시요강 등 서식인쇄

2,000,000원*7개 대학원 14,000      -시험재료 소모품 구입

5,000원*750명 3,750      -인터넷원서 접수 수수료

33,,300,000원 33,300      -일반대학원 입시관리

9,700,000원 9,700      -도시과학대학원

4,040,000원 4,040      -산업대학원

5,160,000원 5,160      -경영대학원

4,220,000원 4,220      -교육대학원

4,450,000원 4,450      -세무대학원

2,100,000원 2,100      -디자인대학원

103,000  ㅇ논문심사료

100,000원*859명 79,900    ·석사

300,000원*77명 23,100    ·박사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한 여건향상으로 연
구역량 제고

전략목표 : 7,401,027 7,629,119 228,092

연구 활성화로 교수 역량 제고성과목표 : 670,000 631,200 -38,8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교수업적 평가점수(교육,연구,봉사) 670점 680점 690점 평가점수 실적 확인

전임교원1인당우수국내학술지(학술진흥재단)게재 논
문실적(인문사회,예체능계열

0.57 0.58 0.59 전임교원 1인당 국내우수학술지 거재논문실적

전임교원 1인당 우수국제학술지(SCI급)게재 논문실적
(자연공학계열)

0.47 0.48 0.49 전임교원1인당 국제우수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

0305 교수 해외연수 파견 300,000 300,000 0

300,000(11-2151-122-202-03) 국외여비

20,000,000원*15명 300,000  ㅇ 교원 해외연수

0308 교원(교수,조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320,000 331,200 11,200

331,200(11-2151-122-201-01)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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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명*800,000원 331,200  ㅇ교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학술활동지원 및 첨단장비 확충으로 연구
여건 향상 도모

성과목표 : 6,731,027 6,997,919 266,89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첨단 연구장비 수요대비 확보율(2단계) 66% 67% 68% 수요대비 확보율

우수연구과제 지원 실적 110 115 120 우수연구과제 지원건수(전임교원1인당)

0301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1,745,500 1,821,872 76,372

1,821,872(11-2151-122-201-01) 일반운영비

1,821,872  ㅇ성과급 지급

344,000원*161명*12월 664,608    ·교       수

324,000원*120명*12월 466,560    ·부  교  수

303,000원*64명*12월 232,704    ·조  교  수

281,000원*6명*12월 20,232    ·전임강사

57,000원*62명*12월 42,408    ·조       교

5,000원*2,471시간*16주*2학기 395,360    ·시간강사

0302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1,800,000 1,850,000 50,000

1,850,000(11-215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50,000  ㅇ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1,850,000,000원 1,850,000    ·자산취득비

0304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510,000 510,000 0

510,000(11-2151-122-303-01) 포상금

510,000  ㅇ교수학술연구조성비 지원

5,000,000원*25과제 125,000    ·신진교수연구논문

5,000,000원*73과제 365,000    ·자유공모연구논문

5,000,000원*4과제 20,000    ·정책관련연구과제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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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강사료 지급 2,675,527 2,816,047 140,520

2,816,047(11-2151-122-201-01) 일반운영비

2,482,862  ㅇ외래강사료

2,252,762    ·대학·일반대학원

35,000원*(2,242시간*0.7)*16주*2학기 1,757,728      -전업강사

23,000원*(2,242시간*0.3)*16주*2학기 495,034      -비전업강사

230,100    ·특수·전문대학원

35,000원*(229시간*0.7)*16주*2학기 179,536      -전업강사

23,000원*(229시간*0.3)*16주*2학기 50,564      -비전업강사

8,000원*389시간*16주*2학기 99,584  ㅇ전임교원 초과강의료

35,000원*55강좌*3학점*16시간*2회 184,800  ㅇ계절학기 외래강사료

7,500  ㅇ최고경영자과정 강사료

50,000원*2시간*15강좌*2기 3,000    ·일반강사료

75,000원*2시간*15강좌*2회 4,500    ·특별강사료

19,374  ㅇ외래강사 고용보험료

19,374    ·대학·일반대학원

40,000원*(2,471시간*0.7)*16주*2학기*0.0085*0.5

9,410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40,000원*(2,471시간*0.7)*16주*2학기*0.009*0.5

9,964      -실업급여보험료

21,927  ㅇ외래강사 산재보험료

2,740,775,000원*0.008 21,927    ·산재보험료 등

시민서비스제공 및 시정지원 기능 강화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

전략목표 : 1,100,207 1,059,100 -41,107

열린교육으로 시민생활 향상 및 교육기회 
확대

성과목표 : 700,207 779,100 78,89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수강생 수료 실적 75% 76% 77% 수강인원 대비 수료인원 조사`

강의만족도 95.5% 96.0% 96.0% 교육수료자 설문조사

사이버 시민대학 구축율 - 100% - 구축 공정율 확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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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과정 개발실적(개) - - 20 콘텐츠 개발.운영실적 확인

0501 시민대학 운영 700,207 779,100 78,893

719,900(11-2151-122-201-01) 일반운영비

719,900  ㅇ시민대학 운영경비

104,900,000원 104,900    ·기본사무경비

225,000,000원 225,000    ·공공요금등

377,000,000원 377,000    ·시민대학 강사료

13,000,000원 13,000    ·시민대학교 이전비용

6,200(11-2151-220-207-02) 전산개발비

80,000원*31개 2,480  ㅇ스위시

120,000원*31개 3,720  ㅇ나모 FX

50,000(11-2151-220-401-01) 시설비

50,000,000원 50,000  ㅇ광화문분교 이전 철거비용

3,000(11-215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원*6대 3,000  ㅇ교육용 앰프구매

시책연구실적 제고로 주요시정의 원활한 
추진 도모

성과목표 : 400,000 280,000 -12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연구보고서 발간실적(연구소 전체) 30건 30건 30건 논문 및 연구보고서 발간 건수

학술활동 실적(연구소 전체) 110 120 138 정기/부정기 간행물 발행실적,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건수

0606 시책연구소 운영지원 400,000 280,000 -120,000

280,000(11-2151-122-201-01) 일반운영비

280,000  ㅇ시책연구소 운영

56,000,000원*5개소 280,000    ·5개 시책연구소 기본운영경비

일반예산전략목표 : 33,677,877 36,677,705 2,999,828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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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산성과목표 : 33,677,877 36,677,705 2,999,82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9901 인건비 30,167,381 32,918,928 2,751,547

18,287,150(11-2151-110-101-01) 기본급

2,573,102  ㅇ 일반직(109명)

64,405,000원*1명*1.016 65,436    ·3급(연봉)

56,356,000원*3명*1.016 171,774    ·4급(연봉)

2,748,500원*6명*12월*1.016 201,059    ·5급 24호

2,284,600원*29명*12월*1.016 807,762    ·6급 22호

1,755,800원*45명*12월*1.016 963,303    ·7급 14호

1,231,300원*21명*12월*1.016 315,253    ·8급 7호

994,800원*4명*12월*1.016 48,515    ·9급 4호

77,115  ㅇ 별정직(3명)

2,284,600원*2명*12월*1.016 55,708    ·6급 22호

1,755,800원*1명*12월*1.016 21,407    ·7급 14호

1,050,942  ㅇ 기능직(57명)

2,375,800원*2명*12월*1.016 57,932    ·6급 24호

2,092,700원*7명*12월*1.016 178,600    ·7급 21호

1,726,900원*14명*12월*1.016 294,762    ·8급 19호

1,376,400원*23명*12월*1.016 385,965    ·9급 14호

996,800원*11명*12월*1.016 133,683    ·10급 7호

44,360  ㅇ 연구직(2명)

1,819,200원*2명*12월*1.016 44,360    ·연구사 12호

13,204,598  ㅇ 교원직(400명)

5,427,000원*1명*12월*1.016 66,166    · 총장(특1호)

3,404,300원*161명*12월*1.016 6,682,342    · 교수 32호

2,490,300원*120명*12월*1.016 3,643,409    · 부교수 22호

2,178,800원*64명*12월*1.016 1,700,092    · 조교수 18호

1,799,700원*6명*12월*1.016 131,652    · 전임강사 13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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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700원*62명*12월*1.016 980,937    · 조교 6호

1,392,742,250원*0.96 1,337,033  ㅇ 정근수당

2,320,957(11-2151-110-101-02) 수당

584,016  ㅇ 시간외근무수당(일반,별정,연구)

9,471원*59시간*6명*12월*1.016 40,877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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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0원*59시간*46명*12월*1.016 238,573    · 7급

6,461원*59시간*21명*12월*1.016 97,600    · 8급

5,794원*59시간*4명*12월*1.016 16,672    · 9급

7,713원*59시간*2명*12월*1.016 11,097    · 연구사

250,272  ㅇ 시간외근무수당(기능)

8,036원*59시간*2명*12월*1.016 11,562    · 6급

7,210원*59시간*7명*12월*1.016 36,305    · 7급

6,461원*59시간*14명*12월*1.016 65,067    · 8급

5,794원*59시간*23명*12월*1.016 95,860    · 9급

5,242원*59시간*11명*12월*1.016 41,478    ·10급

27,042  ㅇ 시간외근무수당(현업)

7,210원*3시간*249일*1명*1.016 5,473    ·기능7급

5,794원*3시간*249일*4명*1.016 17,590    ·기능9급

5,242원*3시간*249일*1명*1.016 3,979    ·기능10급

2,203  ㅇ 야간근무수당(현업)

2,403원*1명*365일*0.5*1.016 446    ·기능7급

1,931원*4명*365일*0.5*1.016 1,433    ·기능9급

1,747원*1명*365일*0.5*1.016 324    ·기능10급

6,402  ㅇ휴일근무수당

54,313원*116일*1명*1.016 6,402    · 7급

194,757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56,400원*590명*0.19*4회 25,290    · 중학교

422,400원*590명*0.17*4회 169,467    · 고등학교

373,824  ㅇ 가족수당

30,000원*590명*0.80*12월 169,920    · 배우자

20,000원*590명*1.44*12월 203,904    · 기타가족

590,640  ㅇ 정근수당가산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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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원*139명*12월 216,840    ·25년 이상

110,000원*94명*12월 124,080    ·20년이상 25년미만

80,000원*157명*12월 150,720    ·15년이상 20년미만

60,000원*90명*12월 64,800    ·10년이상 15년미만

50,000원*57명*12월 34,200    ·5년이상 10년미만

7,320  ㅇ 위험근무수당

40,000원*10명*12월 4,800    · 갑종

30,000원*7명*12월 2,520    · 을종

10,080  ㅇ 기술업무수당

50,000원*1명*12월 600    ·기술업무수당(5급)

30,000원*9명*12월 3,240    ·기술업무수당(6~7급)

20,000원*4명*12월 960    ·기술업무수당(8급)

30,000원*12명*12월 4,320    ·기술자격수당(기능장,기사)

20,000원*4명*12월 960    ·기술자격증 수당(산업기사)

50,000원*3명*12월 1,800  ㅇ 의료업무수당(간호사)

80,000원*2명*12월 1,920  ㅇ 연구업무수당(연구사)

40,000원*4명*12월 1,920  ㅇ 자동차운전수당

7,920  ㅇ 전산업무수당

50,000원*12명*12월 7,200    ·3년이상

30,000원*2명*12월 720    ·1년이상 3년미만

30,000원*1명*12월 360  ㅇ 전기안전관리수당

3,960  ㅇ 사서수당

30,000원*1명*12월 360    ·5급이상

20,000원*15명*12월 3,600    ·6급 이하

30,000원*8명*12월 2,880  ㅇ 민원업무수당

50,000원*5명*12월 3,000  ㅇ 모범공무원수당

3,508,309,000원*0.49*4.8% 82,516  ㅇ 대우공무원수당(일반,기능,연구직)

163,325  ㅇ 관리업무수당(교직특호,교학과장 이상)

5,427,000원*1명*12월*11% 7,164    ·총장급

3,404,300원*15명*12월*11% 67,406    ·학장급

2,490,300원*27명*12월*11% 88,755    ·학과장급

400,000원*1명*12월 4,800  ㅇ육아휴직수당

920,400(11-2151-110-101-03) 정액급식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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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원*590명*12월 920,400  ㅇ 정액급식비

930,120(11-2151-110-101-04) 교통보조비

930,120  ㅇ 교통비

200,000원*15명*12월 36,000    · 처장, 학장등

140,000원*335명*12월 562,800    · 5급(교수 포함)

130,000원*145명*12월 226,200    · 6급~7급(조교 62명 포함)

120,000원*73명*12월 105,120    · 8~10급

1,671,291(11-2151-110-101-05) 명절휴가비

1,392,742,250원*120% 1,671,291  ㅇ 명절휴가비

2,785,485(11-2151-110-101-06) 가계지원비

1,392,742,250원*200% 2,785,485  ㅇ 가계지원비

94,922(11-2151-110-101-07) 연가보상비

94,922  ㅇ 연가보상비

32,702,833원*10일*0.033333*85%*0.7 6,486    · 연봉제

312,126,583원*10일*0.03333333*0.85 88,436    · 월급제

2,023,725(11-2151-110-101-08) 기타직보수

2,750,000원*35명*12월 1,155,000  ㅇ 객원교수(어학)

3,500,000원*5명*12월 210,000  ㅇ 국내 초빙교수

350,000원*43명*12월 180,600  ㅇ객원,초빙교수 퇴직금 등

100,000,000원*3명 300,000  ㅇ 외국인 초빙교수

178,125  ㅇ계약직(연봉계)

155,224    ·기본급(연봉)

34,673,000원*2명*1.016 70,456      -전임나급

30,204,000원*1명*1.016 30,688      -전임다급

26,614,000원*2명*1.016 54,080      -전임라급

1,338    ·가족수당

30,000원*5명*0.35*12월 630      -배우자

20,000원*5명*0.59*12월 708      -기타가족

288    ·자녀학비보조수당

56,400원*5명*0.03*4회 34      -중학교

422,400원*5명*0.03*4회 254      -고등학교

29,575원*59시간*12월*1.016 21,275    ·시간외수당

14,771(11-215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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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1  ㅇ저소득자녀부업알선

25,128원*2명*248일 12,464    ·인부임

2,300원*2명*248일 1,141    ·중식비

(25,128원*2명*248일)*0.0935 1,166    ·4대보험료

306,674(11-2151-121-303-01) 포상금

3,680,083,000원/12*100% 306,674  ㅇ성과상여금

2,955,069(11-2151-121-304-01) 연금부담금

2,189,882  ㅇ 연금부담금

18,590,180,000원*11.601% 2,156,647    ·월급제

392,434,000원*11.601%*0.73 33,235    ·연봉제

719,693  ㅇ 퇴직수당부담금

18,590,180,000원*3.8126% 708,770    ·월급제

392,434,000원*3.8126%*0.73 10,923    ·연봉제

45,494  ㅇ 재해보상부담금

18,590,180,000원*0.241% 44,803    ·월급제

392,434,000원*0.241%*0.73 691    ·연봉제

608,364(11-215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608,364  ㅇ 건강보험부담금

26,766,629,000원*2.240% 599,573    ·월급제

392,434,000원*2.240% 8,791    ·월급제

9902 기본경비 3,510,496 3,638,777 128,281

2,254,816(11-2151-121-201-01) 일반운영비

1,420,700  ㅇ공통기본경비

18,283    ·사무용품비

(10,000원*532명)+(3,000원*57명) 5,491      - 기본사무용품

24,000원*533명 12,792      - 기본사무용 종이류

24,050,000원*2명 48,100    · 일.숙직 수당

350,000원*3명 1,050    · 당직용 침구구입.세탁

40,000원*589명 23,560    · 청소용품등 기타소모품구입

14,260    · 도서등 구입비

50,000원*26개 1,300      - 도서구입

12,000원*3부*12월*30개부서 12,960      - 신문구독료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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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5    · 비품수선비

250,000원*80대 20,000      - 행정장비수리비(복사기,프린터기)

5,000원*589명 2,945      - 소규모수리비

18,000원*589명 10,602    · 우편료

50,000원*125회선*12월 75,000    · 전화요금

996,020,000원 996,020    · 전기요금

168,640,000원 168,640    · 상하수도요금

240,000원*176명 42,240    · 기본급량비

834,116  ㅇ 기관기본경비

49,910,000원 49,910    ·기타업무추진급량비

38,800    ·교무·학사관리

6,000,000원*2회*80% 9,600      - 수업평가설문지,졸업장 등 인쇄

6,000원*3,500부*80% 16,800      - 대학요람 CD 및 책자제작

1,000,000원*2회*80% 1,600      - 졸업,입학식 현판제작

250,000원*20개소 5,000      - 강의실커텐설치 및보수

40,000원*95실*1회 3,800      - 강의실커텐세탁

500,000원*2회*2학기 2,000      - 강의실 소모품(칠판지우개,백묵등)

22,400    · 대학발전기획

500,000원*6회*80% 2,400      - 업무보고서 등

12,000,000원 12,000      -학생교원모집공고료

8,000,000원 8,000      -대학원생 모집공고료

81,850    · 일반서무행정

2,500,000원*2회*80% 4,000      -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인쇄물 구입

2,000,000원*12월 24,000      - 분리수거용봉투

18,000,000원 18,000      -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연간단가계약)

700,000원*21개소*1회 14,700      - 정화조 청소

5,000,000원*4회 20,000      -캠퍼스 종합청소(클린 캠퍼스)

1,150      - 현업직 피복비

100,000원*4명 400        = 방호원복

50,000원*15명 750        = 작업복

13,224    · 재산관리 및 계약업무

150,000원*8건 1,200      - 임대건물 감정수수료

60,000원*25종*2회 3,000      - 회계관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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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00원*4개소*12월 9,024      - 객원교수아파트(공가)관리비

527,692    · 연료비

527,692,000원 527,692      -냉. 난방용

49,620    · 자동차유지관리

9,615,000원*2대 19,230      - 대형승용차

2,900,000원*1대 2,900      - 소형승용차

2,238,000원*1대 2,238      - 소형화물차

4,862,000원*4대 19,448      - 대형승합차

2,902,000원*2대 5,804      - 중형승합차

20,700    · 부담금, 협회비등

16,000,000원*1회 16,000      - 대학교육협의회 부담금

400,000원*4회 1,600      - 교무처장 협의회비

400,000원*2회 800      - 기획처장 협의회비

400,000원*4회 1,600      -학생처장 협의회비

400,000원*1회 400      - 사무처장 협의회비

300,000원*1회 300      - 정보전산 협의회비

29,920    · 대학원 운영

10,000원*200부*7개대학원*80% 11,200      - 사이버 논문집 발간

18,720      - 요람, 학사편람

6,000원*1,500부*80% 7,200        = 일반대학원

6,000원*400부*6개대학원*80% 11,520        = 전문대학원

246,400(11-2151-121-202-01) 국내여비

1,400,000원*176명 246,40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7,200(11-215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00원*12월 7,200  ㅇ 기관운영업무추진비(3급)

14,280(11-2151-121-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280  ㅇ 정원가산금

30,000원*100명 3,000    ·100명 까지

25,000원*300명 7,500    ·100명~400명 까지

20,000원*189명 3,780    ·400명 이상

38,000(11-215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000원 7,000  ㅇ학사운영업무활동비

5,000,000원 5,000  ㅇ대학운영 및 홍보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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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원 3,500  ㅇ기획업무추진 활동비

1,500,000원 1,500  ㅇ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업무협의

5,000,000원 5,000  ㅇ각종 부속기관 및 학술행사등 지원

3,000,000원 3,000  ㅇ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사업 추진

2,500,000원 2,500  ㅇ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00,000원 2,000  ㅇ입시관리 및 사정간담회

2,000,000원 2,000  ㅇ입시제도연구위원회 운영

500,000원 500  ㅇ시민대학 운영

6,000,000원 6,000  ㅇ교수평가관리업무추진

40,320(11-215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320  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000원*12월*5과 15,000    ·정원15인 이하

350,000원*12월*4과 16,800    ·정원15인초과30인이하

350,000원*12월*2과 8,400    ·정원30인초과

5,000원*2명*12월 120    ·초과인원추가분

346,200(11-215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346,200  ㅇ 직책급업무추진비

850,000원*1명*12월 10,200    ·총장

450,000원*23명*12월 124,200    ·처장,대학장,부속기관장

300,000원*31명*12월 111,600    ·부처장,연구소장,정원61명이상학과장

250,000원*14명*12월 42,000    ·정원31~60명이상학과장

200,000원*13명*12월 31,200    ·정원30명이하학과장

600,000원*1명*12월 7,200    ·3급보조기관

350,000원*3명*12월 12,600    ·4급 보조기관

100,000원*6명*12월 7,200    ·5급보조기관

548,220(11-2151-121-204-02) 직급보조비

548,220  ㅇ 직급보조비

1,300,000원*1명*12월 15,600    ·총장

500,000원*15명*12월 90,000    ·처장,대학원장,학장

400,000원*30명*12월 144,000    ·부처장, 교학과장,부속기관장,연구소장

500,000원*1명*12월 6,000    ·3급

400,000원*3*12월 14,400    ·4급

250,000원*6명*12월 18,000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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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00원*35명*12월 65,100    ·6급

140,000원*54명*12월 90,720    ·7급

105,000원*64명*12월 80,640    ·8-9급

95,000원*11명*12월 12,540    ·10급

250,000원*2명*12월 6,000    ·계약나급

155,000원*1명* 12월 1,860    ·계약다급

140,000원*2명*12월 3,360    ·계약라급

99,600(11-215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166명*12월 99,600  ㅇ 대민활동비(6급이하)

38,241(11-2151-121-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8,241  ㅇ 공익근무요원

80,000원*12회*12명 11,520    ·봉급

88,000원*12회*12명 12,672    ·중식비

35,200원*12회*12명 5,069    ·교통비

460,000원*7명 3,220    ·피복비 등

40,000원*12명*12월 5,760    ·여비

5,500(11-2151-121-301-12) 기타보상금

5,500  ㅇ졸업시상

300,000원*1명 300    ·시장상

200,000원*7명 1,400    ·총장상

100,000원*38명 3,800    ·학장상

9903 반환금및기타 0 120,000 120,000

120,000(11-2151-422-802-03) 과오납금등

120,000,000원 120,000  ㅇ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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