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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육원

개    요

□ 조  직 : 교육기획과, 교육운 과

□ 인  력 : 108명(2급 1명, 4급 2명, 5급이하 105명)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 %

일반회계

계 13,876 100 12,580 100 1,296 10.3

인 건 비 5,278 38 5,084 40.4 194 3.8

기본경비 966 7 878 7 88 1.7

사 업 비 7,632 55 6,618 52.6 1,014 15.3

기    타 - - - - - -

기관임무

  교육훈련의 효율적 추진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세와 능력을 갖춘 신지식 공무원 양성 및 공정한 시험관리로 효율적인 

인사관리 지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공무원교육원

6,244

798
2,276

2,324

2,234

목표체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13,876

전략Ⅰ :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 (5.8%)

전략 Ⅳ :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 (16.1%)

전략 Ⅲ :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16.7%)

전략 Ⅱ : 다양한 교육과정운  및 환류 기능강화로 

교육운  내실화 도모 (16.4%)

『전략목표Ⅰ』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1

(교육운 과)

전략목표   4건

성과목표  11건

주요사업   2건

『전략목표Ⅳ』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

 ⇒ 성과목표 2

(교육기획과)

『전략목표Ⅱ』

다양한 교육과정 운  및 환류 
기능강화로 교육운  내실화 
도모
 ⇒ 성과목표 4,  주요사업 1

(교육운 과)

『전략목표Ⅲ』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확충으로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

  ⇒ 성과목표 3

(교육기획과)

일반예산 (45%)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X 343)
1,296 13,876 12,580

(X 343)

공무원교육원

119 798 679전략목표 1: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

130 760 630성과목표 1-1: 사이버 강좌의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로 첨단 교육기법 도입 확대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 과정수(개) 3 5 5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 과정수

-사이버교육과정 이수 인원수(명) 7,860 9,300 9,600 사이버교육 수료 인원

-11 38 49성과목표 1-2: 합리적 수요조사에 의한 교육훈련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계획수립시 외부전문가 참여 실적(회) 10 10 10 외부전문가 참여회의 개최횟수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과정 수(개) 5 5 5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건수

-문제해결사례발표 경진대회(회) 1 1 1 경진대회 개최실적

9 2,276 2,267전략목표 2: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 기능 강화로 교육운영 내실화 도모

22 2,126 2,104성과목표 2-1: 다양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기회 확대

-전문교육과정 이수 인원 수(명) 8,100 8,100 8,100 재직자 전문교육 이수 인원

-창의교육 이수자 만족도(%) 88 88 89 교육수료자 만족도 조사

-1 59 60성과목표 2-2: 강사선정 및 교수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 전문교육강사 확보

-우수 강사Pool 조성(명) 750 800 850 강사Pool 현황조사

-교수요원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회) 2 2 2 교수요원대상  전문가 초빙 교육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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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외부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결과 차후 강사선정 제외율
(%)

80 80 85 만족도 평가 결과 기준 미달 강사 탈락률

-9 91 100성과목표 2-3: 이론강의식 위주 교육탈피로 참여식 교육활성화 도모

- 참여식 교육시간 비율(%) 58 58 58 총 교육시간 대비 참여식 교육시간(세미나,
사례연구,집단토론,현장학습 등)

-3 0 3성과목표 2-4: 교육과정의 환류 기능 강화로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

-교육수료자 교육과정 이수 만족도(%) 87 88 89 교육과정 이수 만족도

-교육수료자 직근 상급자의 사후평가 만족도 조사(%) 87 88 89 교육수료자 직근상급자의 만족도 조사

-교육성과 만족도 조사의 차기교육 훈련계획수립에의 반
영비율(%)

59 60 60 설문조사결과 건의사항 차기계획에 반영율 
조사

(X 343)
762 2,324 1,562

(X 343)

전략목표 3: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X 343)
985 1,391 406

(X 343)

성과목표 3-1: 시설 유지·보수 강화로 교육훈련 효과 제고

-교육원청사 보수 보강(%) 100 100 100 계획대비 공정률

-교육시설물 안전성 유지율(%) 100 100 100 교육시설물 안전사고 발생여부

-604 254 858성과목표 3-2: 교육훈련장비 확충으로 내실있는 교육 실시

-내구연한 미도래 교육훈련장비 비율(%) 52 52 52 교육훈련장비 재고

381 679 298성과목표 3-3: 후생시설의 효율적 지원으로 교육생 편의 제공

-도서실 도서보유 현황(권) 26,000 27,000 28,000 계획대비 도서구입 실적 및 장서 현황 확인

-교육생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90 90 90 교육생 만족도

124 2,234 2,110전략목표 4: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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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168 2,174 2,006성과목표 4-1: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의 철저한 관리로 공정한 인사 도모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관리 오류율(%) 0 0 0 일정관리, 접수, 채점의 오류여부 확인

-5급 일반승진시험 관리 오류율(%) 0 0 0 일정관리, 접수, 채점의 오류여부 확인

-44 60 104성과목표 4-2: 민간인 자격시험의 엄정한 관리로 공정성 확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관리 오류율(%) 0 0 0 일정관리, 접수, 채점의 오류여부 확인

-수렵면허 자격시험 관리 오류율(%) 0 0 0 일정관리, 접수, 채점의 오류여부 확인

282 6,244 5,962전략목표 9: 일반예산

282 6,244 5,962성과목표 9-9: 일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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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단 명 세 서



공무원교육원 12,580,382 13,876,018 1,295,636

(X0) (X343,000) (X343,000)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교
육의 실용성 증대

전략목표 : 679,000 798,000 119,000

사이버 강좌의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로 첨
단 교육기법 도입 확대

성과목표 : 630,000 760,000 13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 과정수(개) 3 5 5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 과정수

사이버교육과정 이수 인원수(명) 7,860 9,300 9,600 사이버교육 수료 인원

6201 사이버 교육 운영 312,000 347,000 35,000

347,00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40,000원*30과정*5건 6,000  ㅇ사이버교육 강사료

51,300  ㅇ집합교육 강사료(40과정100회)

220,000원*2명*90회 39,600    · 일반1급

130,000원*1명*90회 11,700    · 일반2급

400부*5,000원 2,000  ㅇ사이버교육훈련관련 인쇄비

4,700,000원*1년 4,700  ㅇ사이버교육수료자 간담회

101,000  ㅇ사이버어학센터 운영

100,000,000원*1식 100,000    · 어학센터운영

100,000원*10명 1,000    · 운영업체 선정 평가위원회평가수당

81,000  ㅇ승진시험강좌 운영

80,000,000원*1식 80,000    · 헌법 등 4개 강좌 임차

100,000원*10명 1,000    · 운영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101,000  ㅇ공인중개사강좌 및 주택관리사보 강좌운영

100,000,000원*1식 100,000    · 11개강좌 임차

100,000원*10명 1,000    · 운영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수당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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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 318,000 413,000 95,000

76,50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5,000  ㅇ사이버교육 요구분석 워크샵

100,000원*5과정*10명 5,000    · 참석자 수당

1,000  ㅇ업체선정 평가위원회 운영

10명*100,000원 1,000    · 평가수당

37,800  ㅇ신규개발과정 원고료 등

21,000원*5매*280시간 29,400    · 기본교안

60,000원*5과정*28시간 8,400    · 컨텐츠 검수

31,080  ㅇ보완 개발 원고료 등

6과정*28시간*60,000원 10,080    · 컨텐츠검수

4과정*20시간*210,000원 16,800    · 원고료

2과정*10시간*210,000원 4,200    · 원고료

4명*100,000원*2회 800  ㅇ사이버교육 세미나 참가비

820,000원*1식 820  ㅇ사이버교육 관련자료구입

336,500(11-1271-220-207-02) 전산개발비

42,700,000원*5과정 213,500  ㅇ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

123,000,000원*1식 123,000  ㅇ기존컨텐츠보완개발

합리적 수요조사에 의한 교육훈련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성과목표 : 49,000 38,000 -1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교육계획수립시 외부전문가 참여 실적(회) 10 10 10 외부전문가 참여회의 개최횟수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과정 수(개) 5 5 5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건수

문제해결사례발표 경진대회(회) 1 1 1 경진대회 개최실적

6203 교육수요조사에의한 교육훈련계획수립 33,000 22,000 -11,000

22,00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10,440  ㅇ 교육훈련계획수립

7,000원*1,000부 7,000    ·  교육훈련계획서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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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000원*1식 2,440    ·  교육훈련계획일정현황판

100,000원*10명 1,000    ·  교육계획심의위원회수당

10,000  ㅇ 교육훈련과정 Work-Shop

100,000원*10회*10명 10,000    ·  Work-Shop 수당

560  ㅇ 설문지 인쇄

800원*700부 560    ·  수요조사서 인쇄

1,000  ㅇ 교육원 소식시 편집비

4분기*250,000원 1,000    · 표지, 디자인

6204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문제해결사례발표 경진대회 16,000 16,000 0

9,30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9,300  ㅇ전문행정인양성을위한문제해결사례발표 경진대회

340,000원*1명 340    · 특강강사료

190,000원*1식 190    · 교육교재 원고료

4,000원*150부*1회 600    · 교육교재 발간

25편*20,000원*5명*1회 2,500    · 논문심사

4시간*30,000원*5명*1회 600    · 발표심사

12,000원*400부 4,800    · 교육프로그램발표대회 연구발표집 발간

7,000원*10조 70    · 상장구매

100,000원*2개 200    · 교육프로그램발표대회 프랑카드

6,700(11-1271-122-303-01) 포상금

6,700  ㅇ 경진대회 시상금

2,000,000원*1개구 2,000    ·1등

1,000,000원*2개구 2,000    ·2등

500,000원*3개구 1,500    ·3등

300,000원*4개구 1,200    ·노력상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 기능 강화로
교육운영 내실화 도모

전략목표 : 2,267,310 2,276,000 8,690

다양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기회 
확대

성과목표 : 2,104,000 2,126,000 2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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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과정 이수 인원 수(명) 8,100 8,100 8,100 재직자 전문교육 이수 인원

창의교육 이수자 만족도(%) 88 88 89 교육수료자 만족도 조사

6211 재직자 전문교육과정 운영확대 1,047,000 1,026,000 -21,000

956,00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117,800  ㅇ기본교육 속초 M/T 교육경비

5,000원*7식*1,000명 35,000    · 교육생급식비

2,000원*1,000명*3일 6,000    · 교육생 음료/간식비

30,000원*1,000명 30,000    · 극기훈련

1,500,000원*10회 15,000    · 합숙훈련 재료준비

180,000원*2명*10회 3,600    · 강사료

120,000원*10회 1,200    · 주차통행료

900,000원*3대*10회 27,000    · 차량임차료(2박3일)

650,000,000원*1년 650,000  ㅇ교육강사료

77,500,000원*1식 77,500  ㅇ교육교재 원고료

110,000,000원*1년 110,000  ㅇ교육교재 발간비

700  ㅇ우수강사선정

70,000원*10명 700    · 선정위원회 수당

70,000(11-1271-122-303-01) 포상금

70,000,000원*1년 70,000  ㅇ 교육유공자 및 성적우수자 포상

6217 창의교육 1,057,000 1,100,000 43,000

1,097,00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3,500원*8,000부 28,000  ㅇ교육교재발간

2,000원*8,000부 16,000  ㅇ안내책자발간

250,600  ㅇ교육강사료

350,000원*2시간*50회 35,000    · 변화특강

200,000,000원*1식 200,000    · 특별강사료

15,600,000원*1식 15,600    · 일반강사료

270,000  ㅇ일체감 체험 훈련

40,000원*135명*50회 270,000    · 체험 프로그램 운영

430,000원*30회 12,900  ㅇ문화강좌 운영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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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0원*8,000명 356,000  ㅇ연수복

50,000  ㅇ친교의시간 운영

50,000,000원*1식 50,000    · 생맥주 및 안주 등

70,000,000원*1식 70,000  ㅇ급식비

30,000  ㅇ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비

30,000,000원*1식 30,000    ·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비

2,000원*50회*135명 13,500  ㅇ분임토의다과

3,000(11-1271-122-303-01) 포상금

10,000원*5명*60회 3,000  ㅇ포상금

강사선정 및 교수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
을 통한 우수 전문교육강사 확보

성과목표 : 60,000 59,000 -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우수 강사Pool 조성(명) 750 800 850 강사Pool 현황조사

교수요원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회) 2 2 2 교수요원대상  전문가 초빙 교육실적

외부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결과 차후 강사선정 제
외율(%)

80 80 85 만족도 평가 결과 기준 미달 강사 탈락률

6214 공정한 교육훈련 성적평가 49,000 50,000 1,000

50,00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5,900  ㅇ 교육훈련평가 기본경비

200,000원*5회 1,000    · 윤전등사기 관리비

200,000원*10회 2,000    · 문서정합기 관리비

300,000원*5회 1,500    · 평가관련 소모품구입

200원*2,000명 400    · 평가용수성사인펜

10,000원*100회 1,000    ·주관식평가 관련 택배 비용

9,450  ㅇ 성적평가 관련 인쇄비

100원*20매*2배수*100회 400    · 객관식문제 출제카드

50원*7,000명 350    · 객관식 OMR답안지

100원*2과목*2,500명 500    · 주관식 평가답안지

400원*5종*100과목 200    · 평가관련 봉투

8,000원*(5,000명*0.1) 4,000    · 교육상장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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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10,000명 3,000    · 수료증

1,000,000원*1식 1,000    · 평가문제 인쇄용지

34,650,000원*1년 34,650  ㅇ 평가관련 출제 및 채점 수당

6215 교수요원 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 11,000 9,000 -2,000

7,00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3,756  ㅇ교수요원능력발전교육

350,000원*4명 1,400    ·  특강강사료

3,500원*18회*3시간*4명 756    ·  교육교재 원고료

2,000원*400부*2회 1,600    ·  교육교재발간

1,600  ㅇ교수요원연찬대회참가논문 발간

4,000원*100부*2회 800    · 본문

2,000원*200부*2회 800    · 요약서

1,644  ㅇ HRD포럼 연간회원 가입

980,000원*1년 980    · 연간회원가입비

664,000원*1년 664    · 추가인원 참가비

2,000(11-1271-122-303-01) 포상금

1,600  ㅇ 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 시상금

300,000원*2명 600    · 1 등

150,000원*2명 300    ·  2 등

100,000원*2명 200    ·  3 등

100,000원*2명 200    ·  우수팀격려

10명*30,000원 300    ·  참가자 도서상품권

400  ㅇ 교수요원교육발전연구논문 발표시상금

200,000원*2명 400    · 연구논문발표 시상금

이론강의식 위주 교육탈피로 참여식 교육
활성화 도모

성과목표 : 100,000 91,000 -9,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참여식 교육시간 비율(%) 58 58 58 총 교육시간 대비 참여식 교육시간(세미나,사례연
구,집단토론,현장학습 등)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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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고객중심의 참여식교육 활성화 100,000 91,000 -9,000

91,00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210,000원*1식 210  ㅇ현장학습 부대비(통행료 등)

21,250  ㅇ사회봉사,현장학습활동 중식비

5,000원*4,000명 20,000    ·  전문교육과정(2주)

5,000원*5,000명*0.05 1,250    ·  전문교육과정(1주이하)

10,820  ㅇ현장학습 음료 등

2,000원*4,000명*0.7 5,600    · 전문교육과정(2주)

5,220,000원*1년 5,220    · 전문교육과정(1주이하)

58,720  ㅇ북한이해과정 현지견학(금강산)

570,000원*48명*2회 54,720    · 현지견학비

1,000,000원*2대*2회 4,000    ·버스임차료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전략목표 : 1,562,000 2,323,540 761,540
(X0) (X343,000) (X343,000)

시설 유지·보수 강화로 교육훈련 효과 제고성과목표 : 406,000 1,391,000 985,000
(X0) (X343,000) (X343,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교육원청사 보수 보강(%) 100 100 100 계획대비 공정률

교육시설물 안전성 유지율(%) 100 100 100 교육시설물 안전사고 발생여부

7201 교육원청사 보수·보강 58,000 892,000 834,000
(X 0) (X 343,000) (X343,000)

892,000(11-1271-220-401-01) 시설비

490,000  ㅇ 생활관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490,000,000원*1식 490,000    · 태양광 발전설비 (X343,000)

167,000  ㅇ 생활관 옥상 방수공사

7,000,000원*1식 7,000    · 설계비

160,000,000원*1식 160,000    · 공사비

150,000  ㅇ 우,오수관로분기공사

10,000,000원*1식 10,000    · 설계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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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0원*1식 140,000    · 공사비

85,000,000원*1식 85,000  ㅇ 공무원교육원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7208 교육원청사 유지관리 348,000 499,000 151,000

78,504(11-127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78,504  ㅇ조경녹지유지관리 인부임

52,580원*3,500주*0.12명 22,084    · 수목전지

52,580원*500주*0.12명 3,155    · 수목월동 준비

52,580원*3,000주*0.08명*3회*1 37,858    · 병충해 방제

52,580원*0.146명/100*40,000㎡*3회 9,213    · 풀베기(예초작업)

52,580원*3,800주*0.031명 6,194    · 수목시비

399,638(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222,081  ㅇ건물유지관리

12,282㎡*1,775원 21,801    ·본관등 건물 유지관리

5,000,000원*1회 5,000    ·생활관 닥트청소

3,000,000원*2대 6,000    ·냉온수기 세관(250Rt,2대)

2,000,000원*1대 2,000    ·온수보일러 세관(5만kcal/h)

1,300,000원*4회 5,200    ·냉난방 위생설비 수리

400,000원*12월 4,800    ·통신장비 유지비

2,000,000원*4회 8,000    ·전기시설 유지비

2,000,000원*3회 6,000    ·가스시설 유지비

1,500,000원*2개소 3,000    ·물탱크청소비

300,000원*6회 1,800    ·청사 소독비

2,410,000원*1회 2,410    ·청사소방시설물 점검수수료

1,000,000원*4회 4,000    ·소방시설 유지비

160,000원*12월 1,920    ·장애인리프트 유지관리

150,150,000원*1년 150,150    ·교육원 청소용역

53,800  ㅇ시설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2,000,000원*5회 10,000    ·전기설비 소모품

1,900,000원*2회 3,800    ·냉난방설비 소모품

2,000,000원*12회 24,000    ·청사관리 소모품

4,000,000원*1회 4,000    ·수방자재 구입

1,500,000원*4회 6,000    ·체육시설 관리용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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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4회 4,000    ·목공재료비

500,000원*4회 2,000    ·화장실 소모품

78,784  ㅇ도시가스사용료

500원*84.6㎥*8시간*20일*5월 33,840    ·난방용

260원*68㎥*8시간*20일*5월 14,144    ·냉방용

500원*57.5㎥*4시간*20일*10월 23,000    ·온수용

650,000원*12월 7,800    ·취사용

34,273  ㅇ차량 유지비

3,361,000원*2대*1.1 7,395    ·중형승용차

3,349,000원*2대*1.1 7,368    ·소형승용차

4,434,000원*3대*1.1 14,633    ·대형승합차

2,377,000원*1대*1.1 2,615    ·중형승합차

2,056,000원*1대*1.1 2,262    ·소형승합차

10,700  ㅇ녹지대 관리

2,500,000원*4회 10,000    ·녹지대 관리용품

1,400원*500ℓ 700    ·녹지대 관리장비용 유류

6,718(11-1271-122-307-06) 보험금

6,718  ㅇ보험료

78,504,000원*0.6% 472    ·산재보험료

78,504,000원*1.3% 1,021    ·고용보험료 부담금

78,504,000원*2.155% 1,692    ·건강보험료 부담금

78,504,000원*4.5% 3,533    ·국민연금 부담금

14,140(11-1271-220-206-01) 재료비

13,650  ㅇ수목 꽂묘등 구입

70,000원*50주 3,500    ·식재용 수목 구입

400원*4,000원*4회 6,400    ·초화류(팬지 등)

3,500원*500본*1회 1,750    ·국화류(중추국 등)

100,000원*20주*1회 2,000    ·관목류(고무나무 등)

490  ㅇ비료구입

130,000원*1식 130    ·비료

140,000원*1식 140    ·건계분

4,400원*50포 220    ·부엽토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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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장비 확충으로 내실있는 교육 실
시

성과목표 : 858,000 254,000 -60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내구연한 미도래 교육훈련장비 비율(%) 52 52 52 교육훈련장비 재고

6221 교육훈련장비 확충 858,000 254,000 -604,000

49,00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13,000,000원*1식 13,000  ㅇ DLP프로젝트 램프

1,300,000원*20대 26,000  ㅇ LCD 프로젝트 램프

10,000,000원*1식 10,000  ㅇ 교육기자재 점검 및 수리비

205,000(11-127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00원*1대 150,000  ㅇ 소강당 DLP프로젝트 교체

13,000,000원*1식 13,000  ㅇ 평가용 OMR채점기기 교체

42,000,000원*1식 42,000  ㅇ 정보통신 장비구매

후생시설의 효율적 지원으로 교육생 편의 
제공

성과목표 : 298,000 678,540 380,54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도서실 도서보유 현황(권) 26,000 27,000 28,000 계획대비 도서구입 실적 및 장서 현황 확인

교육생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90 90 90 교육생 만족도

6222 도서실 도서구입 13,000 27,000 14,000

4,000(11-1271-122-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원*1,000개 4,000  ㅇ Bookend

23,000(11-1271-220-405-02) 도서구입비

23,000  ㅇ 도서구입비

23,000,000원 23,000    · 도서실 비치용

6225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 285,000 266,540 -18,46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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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0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266,000  ㅇ급식비

2,800원*95,000식 266,000    · 급식비

540(11-1271-122-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40,000원*1식 540  ㅇ 식기운반차

7209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0 385,000 385,000

23,000(11-1271-220-307-05) 민간위탁금

23,000,000원*1식 23,000  ㅇ교육원직장어린이집 운영

346,000(11-1271-220-401-01) 시설비

6,000,000원*55평 330,000  ㅇ어린이집 시설 공사비

16,000,000원*1식 16,000  ㅇ어린이집 시설 공사 설계비

4,000(11-1271-220-401-02) 감리비

4,000,000원*1식 4,000  ㅇ어린이집 시설 공사 감리비

2,000(11-1271-220-401-03) 시설부대비

2,000,000원*1식 2,000  ㅇ어린이집 시설 공사 시설부대비

10,000(11-127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0원*1식 10,000  ㅇ교육원어린이집 물품구매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전략목표 : 2,110,000 2,234,000 124,000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의 철저한 관리로 
공정한 인사 도모

성과목표 : 2,006,000 2,174,000 168,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관리 오류율(%) 0 0 0 일정관리, 접수, 채점의 오류여부 확인

5급 일반승진시험 관리 오류율(%) 0 0 0 일정관리, 접수, 채점의 오류여부 확인

6231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2,006,000 2,174,000 168,000

159,260(11-127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31,300원*4,800실 150,240  ㅇ공채시험시험장관리 인부임

9,020  ㅇ편집실 취사인부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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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0원*2명*3근무*16일*2회 6,010    · 공채취사인부임

31,300원*2명*3근무*10일*1회 1,878    · 승진취사인부임

1,132,000원*1식 1,132    · 특채,기타취사인부임

1,930,040(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1,639,255  ㅇ공무원채용시험

83,125,000원 83,125    · 인쇄비(응시원서,OMR,문제지등)

150,000명*1000원 150,000    ·인터넷원서접수비

5,528,000원 5,528    ·도서 및 사무용품구입비

8,390,000원 8,390    ·편집실 소모품 및 장비유지비

12,189,000원 12,189    ·공공요금 및 기타 시험관계비용등

76,923,000원 76,923    ·공고료(모집,장소,합격자안내 및 면접)

25,000원*30문*3명*50과목*2회 225,000    ·문제출제 수당

10,000원*30문*3명*50과목*2회 90,000    ·문제검증수당

50,000원*4,800실*2명 480,000    · 감독수당(시험실)

300,000,000원 300,000    ·감독수당(본부-시험전일,당일)

33,000,000원 33,000    ·면접수당(외부, 내부위원,종사원)

1,000,000원 1,000    ·평가위원수당(인터넷접수업체선정)

52,000,000원 52,000    · 문제편집수당(연금보상금등)

50,000원*50과목*2회 5,000    ·문제선정 심사수당

64,300,000원 64,300    ·급식비(편집,시험종사원,시험준비요원)

10,000원*4,800실 48,000    ·시설임차료

50,000원*96개시험장 4,800    · 시험장관리운영

269,270,000원*1식 269,270  ㅇ승진시험

21,515,000원 21,515  ㅇ특별임용 및 기타시험

84,700(11-1271-122-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4,700,000원 84,700  ㅇ문제지 편집기기 구매(정합기)

민간인 자격시험의 엄정한 관리로 공정성 
확보

성과목표 : 104,000 60,000 -4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관리 오류율(%) 0 0 0 일정관리, 접수, 채점의 오류여부 확인

수렵면허 자격시험 관리 오류율(%) 0 0 0 일정관리, 접수, 채점의 오류여부 확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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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민간인 자격시험관리 104,000 60,000 -44,000

5,634(11-127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31,300원*180실 5,634  ㅇ 간호조무사시험 전형관리인부임

54,366(11-1271-122-201-01) 일반운영비

48,865  ㅇ 간호조무사

30,000,000원 30,000    ·감독수당(50,000원)등

18,865,000원 18,865    ·공고료등 기타 운영비

5,501  ㅇ수렵면허

3,700,000원 3,700    ·감독수당(50,000원)등

1,801,000원 1,801    ·인쇄비 등 기타운영비

일반예산전략목표 : 5,962,072 6,244,478 282,406

일반예산성과목표 : 5,962,072 6,244,478 282,40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9901 인건비 5,084,069 5,278,625 194,556

2,542,144(11-1271-110-101-01) 기본급

1,695,442  ㅇ 일반직(65명)

72,291,000원*1명*1.016 73,448    · 2급

56,356,000원*2명*1.016 114,516    · 4급

2,748,500원*10명*12월*1.016 335,098    · 5급

2,284,600원*20명*12월*1.016 557,077    · 6급

1,755,800원*22명*12월*1.016 470,948    · 7급

1,231,300원*8명*12월*1.016 120,097    · 8급

994,800원*2명*12월*1.016 24,258    · 9급

672,318  ㅇ 기능직(39명)

2,092,700원*4명*12월*1.016 102,057    · 기능7급

1,726,900원*9명*12월*1.016 189,490    · 기능8급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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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400원*14명*12월*1.016 234,935    · 기능9급

996,800원*12명*12월*1.016 145,836    · 기능10급

181,649,667원*0.96 174,384  ㅇ 정근수당

846,774(11-1271-110-101-02) 수당

535,453  ㅇ 초과근무수당

343,356    · 일반,별정,연구

9,471원*10명*59시간*12월*1.016 68,128      - 5급

8,036원*20명*59시간*12월*1.016 115,611      - 6급

7,210원*22명*59시간*12월*1.016 114,100      - 7급

6,461원*8명*59시간*12월*1.016 37,181      - 8급

5,794원*2명*59시간*12월*1.016 8,336      - 9급

139,668    · 기능직

7,210원*3명*59시간*12월*1.016 15,560      - 7급

6,461원*8명*59시간*12월*1.016 37,181      - 8급

5,794원*10명*59시간*12월*1.016 41,678      - 9급

5,242원*12명*59시간*12월*1.016 45,249      - 10급

52,429    · 현업근무자

27,967      - 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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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1원*1명*249일*3시간*1.016 4,904       = 기능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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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65      - 야간근무수당

2,403원*1명*365일*3*1.016 2,674       = 기능7급

2,154원*1명*365일*3*1.016 2,397       = 기능8급

1,931원*4명*365일*3*1.016 8,594       = 기능9급

10,797      - 휴일근무수당

54,313원*1명*116*0.33*1.016 2,113       = 기능7급

48,671원*1명*116*0.33*1.016 1,893       = 기능8급

43,649원*4명*116*0.33*1.016 6,791       = 기능9급

34,331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56,400원*104명*0.19*4회 4,458    · 중학교

422,400원*104명*0.17*4회 29,873    · 고등학교

65,895  ㅇ 가족수당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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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104명*0.80*12월 29,952    · 배우자

20,000원*104명*1.44*12월 35,943    · 존비속

108,120  ㅇ 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25명*12월 39,000    · 25년이상

110,000원*19명*12월 25,080    · 20∼25년미만

80,000원*21명*12월 20,160    · 15∼20년미만

60,000원*19명*12월 13,680    · 10∼15년미만

50,000원*17명*12월 10,200    · 5∼10년미만

3,120  ㅇ 위험근무수당

40,000원*2명*12월 960    · 갑종

30,000원*6명*12월 2,160    · 을종

40,968  ㅇ 특수업무수당

2,640    · 기술업무수당

30,000원*2명*12월 720      - 기술업무수당(6급~7급)

20,000원*2명*12월 480      - 기술업무수당(8급)

30,000원*4명*12월 1,440      - 기술자격수당(기능장, 기사)

29,160    · 교육훈련수당

110,000원*1명*12월 1,320      - 교육원장

60,000원*12명*12월 8,640      - 5급상당이상

40,000원*40명*12월 19,200      - 6급상당이하

50,000원*2명*12월 1,200    · 의료업무(간호사)

40,000원*7명*12월 3,360    · 자동차운전수당

50,000원*2명*12월 1,200    · 전산수당(3년이상)

30,000원*1명*12월 360    · 전산수당(1-3년)

30,000원*2명*12월 720    · 전기안전관리수당

10,000원*1명*12월 120    · 위험물취급수당

2,208    · 장려수당(통신시설보수자)

38,000원*2명*12월 912      - 7급(통신시설 설치,보수,유지업무)

36,000원*3명*12월 1,296      - 8급(통신시설 설치,보수,유지업무)

1,123,000원*1식 1,123  ㅇ 업무대행수당

400,000원*104명*12월*0.7% 3,495  ㅇ 육아휴직수당

2,179,796,000원*0.49*4.8% 51,269  ㅇ 대우공무원수당

50,000원*5명*12월 3,000  ㅇ모범공무원수당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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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80(11-127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108명*12월 168,480  ㅇ정액급식비

153,360(11-1271-110-101-04) 교통보조비

153,360  ㅇ교통보조비

140,000원*10명*12월 16,800    ·4급∼5급

130,000원*46명*12월 71,760    ·6급∼7급

120,000원*45명*12월 64,800    ·8급이하

217,980(11-1271-110-101-05) 명절휴가비

181,649,667원*120% 217,980  ㅇ명절휴가비

363,300(11-1271-110-101-06) 가계지원비

363,300  ㅇ가계지원비

181,649,667원*200% 363,300    ·일반대상자

67,067(11-1271-110-101-07) 연가보상비

67,067  ㅇ연가보상비

27,929,917원*1/30*10일*70% 6,517    · 연봉계약제

181,649,667원*1/30*10일 60,550    · 월급제

168,995(11-1271-110-101-08) 기타직보수

147,195  ㅇ계약직(4명)

38,224,000원*3명*1.016 116,507    · 나급

30,204,000원*1명*1.016 30,688    · 다급

231  ㅇ자녀학비보조수당

56,400원*4명*4회*0.03 28    · 중학교

422,400원*4명*4회*0.03 203    · 고등학교

1,071  ㅇ가족수당

30,000원*4명*0.35*12월 504    · 배우자

20,000원*4명*0.59*12월 567    · 기타가족

28,495원*12월*59시간*1.016 20,498  ㅇ 시간외수당

44,311(11-127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44,311  ㅇ저소득자녀

25,128원*6명*248일 37,391    · 인부임

2,300원*6명*248일 3,423    · 중식비

25,128원*6명*248일*0.0935 3,497    · 4대보험료

181,650(11-1271-121-303-01)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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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49,667원*100% 181,650  ㅇ성과상여금

423,768(11-1271-121-304-01) 연금부담금

314,036  ㅇ 연금부담금

2,462,300,000원*11.601% 285,652    · 일반대상자

335,159,000원*0.73*11.601% 28,384    · 연봉제, 계약직

103,207  ㅇ 퇴직수당부담금

2,462,300,000원*3.8126% 93,878    · 일반대상자

335,159,000원*0.73*3.8126% 9,329    · 연봉제, 계약직

6,525  ㅇ 재해보상부담금

2,462,300,000원*0.241% 5,935    · 일반대상자

335,159,000원*0.73*0.241% 590    · 연봉제, 계약직

100,796(11-127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100,796  ㅇ의료보험부담금

4,164,623,600원*2.240% 93,288    ·일반대상자

335,159,000원*2.240% 7,508    ·연봉제, 계약직

9902 기본경비 878,003 965,853 87,850

437,333(11-1271-121-201-01) 일반운영비

807  ㅇ 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69명 690    · 사무직

3,000원*39명 117    · 기타직

24,000원*69명 1,656  ㅇ 기본사무용종이류

5,000원*108명 540  ㅇ 소규모수선비

5,800  ㅇ 행정장비수리비

200,000원*29 5,800    · 사업소

12,000원*3부*12월*8개부서 3,456  ㅇ 신문구독료

50,000원*11팀 550  ㅇ 도서구입비

240,000원*102명 24,480  ㅇ 기본업무추진급량비

40,000원*108명 4,320  ㅇ 기타소모품구입비

48,100,000원*1식 48,100  ㅇ 일·숙직비

350,000원*2회 700  ㅇ 당직실침구구입및세탁

24,000,000원*1식 24,000  ㅇ 전화요금

98,840,000원*1식 98,840  ㅇ 전기요금(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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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000원*1식 19,800  ㅇ 상하수도 요금

18,000원*108명 1,944  ㅇ 우편요금

31,027  ㅇ 공공요금및부담금 등

45,000원*8대*12월 4,320    · 핸드폰전화요금

160,000원*12월 1,920    · CATV시청료

2,000,000원*1식 2,000    · 오물수거수수료

3,000,000원*2회 6,000    · 환경개선부담금

5,000,000원*1식 5,000    · 교통유발부담금

4,000,000원*1식 4,000    · 전기보안진단수수료등 기타수수료 9종

262,500원*9대 2,363    · 자동차세

536,000원*9대 4,824    · 차량보험료, 검사료

450,000원*1회 450    · 도시가스정기검사료

150,000원*1회 150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

27,268  ㅇ 근거리통신망(LAN) 운영

300,000원*12월 3,600    · LAN장비운영 소모품비

9,000,000원*1식 9,000    · 소프트웨어 구입등(5종)

20,207,000원*0.12*1.1 2,668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0,000원*12회 12,000    · LAN장비 유지보수비

1,282㎡*1,560원 2,000  ㅇ안내표지판 정비

8,160  ㅇ 시정홍보판 운영등

1,400,000원*2회 2,800    · 현판

70,000원*4회 280    · 현수막

900,000원*2회 1,800    · 상황판

1,340,000원*2회 2,680    · 시정홍보판사진

120,000원*5종 600    · 물가자료 등 5종

660,000원*2회 1,320  ㅇ 불용품 처리비등

60,000원*96명 5,760  ㅇ직원 근무복

80,000원*8명*2회 1,280  ㅇ방호원 근무복

63  ㅇ 위탁교육

21,000원*3명 63    ·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22,622  ㅇ생활관 운영

18,122,000원 18,122    · 합숙생활용품 세탁

3,000원*1,500조 4,500    · 생활관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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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ㅇ구내식당유지관리

5,000,000원*1회 5,000    · 식기류구입 등

500,000원*6회 3,000    · 주방설비 유지보수비

52,600  ㅇ 교육훈련 학사관리

30,000,000원*1식 30,000    · 교육훈련 안내서 책자발간

100,000원*10명 1,000    · 강사선정위원회수당

4,000원*100부 400    · 강사명단 발간비

2,500    · 명강의집 발간

125,000원*20개 2,500      - 속기녹취료

500,000원*8회 4,000    · 영사실 소모품

250,000원*10회 2,500    · 전산소모품 및 수리비

920,000원*10회 9,200    · 교육용 기자재 수리비

300,000원*10회 3,000    · 교육과정운영 기본경비

1,500원*1,400명 2,100  ㅇ 의무실 의약품 구입비

12,000원*150부*4종 7,200  ㅇ 업무보고서 외 3종 인쇄

9,000원*10종*12회 1,080  ㅇ 도서실 비치도서 간행물

180,000원*5종 900  ㅇ 도서실운영 소모품

30,960,000원*1식 30,960  ㅇ 기타업무추진급량비

151,200(11-1271-121-202-01) 국내여비

1,400,000원*108명 151,200  ㅇ 기본업무추진여비

15,440(11-127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440  ㅇ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9,000,000원*1명 9,000    · 2급

3,220,000원*2명 6,440    · 4급

3,200(11-1271-121-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00  ㅇ정원가산금

30,000원*100명 3,000    · 100명까지

25,000원*8명 200    · 100명초과

39,000(11-127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원*3회 300  ㅇ전문교육강사 확보를 위한 활동비

500,000원*12회 6,000  ㅇ교육정책수립조사활동및 교육개발연구 자료조사비

150,000원*4회 600  ㅇ교수요원 능력발전 지원

700,000원*12회 8,400  ㅇ서무관리주요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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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12회 3,600  ㅇ외래강사운영접대비(교수)

360,000원*10회 3,600  ㅇ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홍보활동비

500,000원*12회 6,000  ㅇ시험관리 자료조사 활동비

1,000,000원*3회 3,000  ㅇ 교육훈련관련 행사 운영

450,000원*10회 4,500  ㅇ교관자료조사 활동비

300,000원*10회 3,000  ㅇ특별교육과정 연구활동

11,280(11-127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28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2부서*12월 8,400    · 정원15인 초과 30인 이하

5,000원*48명*12월 2,880    · 정원30인 초과

28,200(11-127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28,200  ㅇ직책급업무추진비

650,000원*1명*12월 7,800    ·2급기관장

350,000원*2명*12월 8,400    ·4급보조기관

100,000원*10명*12월 12,000    ·5급보조기관

194,400(11-1271-121-204-02) 직급보조비

194,400  ㅇ직급보조비

183,540    ·일반직(104명)

650,000원*1명*12월 7,800      -2급

400,000원*2명*12월 9,600      -4급

250,000원*10명*12월 30,000      -5급

155,000원*20명*12월 37,200      -6급

140,000원*26명*12월 43,680      -7급

105,000원*33명*12월 41,580      -8∼9급

95,000원*12명*12월 13,680      -10급

10,860    ·계약직(4명)

250,000원*3명*12월 9,000      -나급

155,000원*1명*12월 1,860      -다급

85,800(11-127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80명*12월 28,800  ㅇ특정업무수행-교육업무정보비

50,000원*95명*12월 57,000  ㅇ대민업무수행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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