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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조직․인력 6과 34팀 239명/231명 (정/현원)

재 무 국 (2021.2.1.기준)

재 무 과
(6팀)

정48/현44

자산관리과
(5팀)

정25/현25

계약심사과
(7팀)

정42/현43

세 제 과
(5팀)

정30/현29

세 무 과
(6팀)

정59/현56

38세금징수과
(5팀)

정35/현34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자금관리, 세입･세출 결산, 지출･계약 등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자 산 관 리 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 약 심 사 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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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0,279,266 22,087,219 △1,807,953 △8.1%

시 세 20,023,706 19,552,425 471,281 2.4%
세 외 수 입 253,930 228,657 25,273 11.1%
보 조 금 1,630 1,704 △74 △4.5%
보 전 수 입 등 - 2,304,433 △2,304,433 △100.0%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921,959 2,885,689 36,270 1.3%

인 력 운 영 비
( 통 합 편 성 ) 801,226 783,271 17,955 2.3%

기 본 경 비 2,225 2,211 14 0.6%
재 무 활 동 2 8 △6 △75.0%
사 업 비 2,118,507 2,100,198 18,308 0.8%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794 1,917 △123 △6.4%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8,935 2,309 6,626 286.9%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43 54 △11 △20.3%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2,243 2,643 △400 △15.1%
시세입 목표달성 13,413 9,808 3,605 36.7%
조세정의 실현 6,995 7,396 △401 △5.4%
타 기관 지원 2,085,084 2,076,071 9,013 0.4%
자치구 교부금 (재정보전금) 1,675,686 1,607,945 67,741 4.2%
자치구 교부금(시세징수교부금) 407,378 468,126 △60,748 △12.9%
출연금(지방세연구원) 2,020 - 2,020 100.0%

재 산 현 황 ( 市 )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계 57,951 104,718 (100.0%) 60,488 10,897 (100.0%)

행정재산 55,753 103,362 ( 98.7%) 5,558 5,526 ( 50.7%)

일반재산 2,198 1,356 (  1.3%) 54,930 5,371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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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시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재정관리 구현

정

책

과

제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실

천

과

제

 1.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2.‘21년 체납 시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3.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 

 4.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5. AI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상담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

 2.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3.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4. 공공구매 활성화로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지원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신속한 발주 지원

 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3.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차기 시금고 선정 준비

 4.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강화

 1. 시책사업 부지 취득 및 행정수요 적극 대응

 2.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적기 매각 추진

 3.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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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5

2.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11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6

4.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강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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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1-1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1-2 ‘21년 체납 시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1-3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

1-4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1-5 AI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상담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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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누락 세원발굴 등을

통한 세입징수로 ‘21년 市세입 목표달성 추진

 '21년 시세입 목표: 20조 237억원(전년대비 4,713억원↑, 2.4%↑)
(단위:억원,%)

구 분 2021년
( A )

2020년
( B )

전년대비

(점유비) (점유비) 금 액
(C=A-B)

비 율
(C/B)

계 200,237 (100.0) 195,524 (100.0) 4,713 2.4

취 득 세 50,589 (25.2) 46,330 (23.7) 4,259 9.2

지 방 소 득 세 51,964 (25.9) 54,331 (27.8) -2,367 -4.4

재 산 세 33,945 (16.9) 29,990 (15.3) 3,955 13.2

지 방 소 비 세 18,243 (9.1) 20,414 (10.4) -2,171 -10.6

기 타 시 세 45,496 (22.7) 44,459 (22.8) 1,037 2.3

 추진 계획

○ 시·구 합동 징수활동 및 자치구별 목표관리제 강화

- ’21년도 세입징수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시·구 합동 영상회의(3월, 9월)

- 세목별·월별 세입실적 분석 및 자치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분기별 서면점검 강화

○ 시·구 협력을 통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로 세원발굴 강화

- 탈루․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내실 있는 자치구 업무 지원 및 점검 추진

- 감면 부동산 사용실태 일제조사 추진 등 사후관리 강화

- 자치구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세무조사 교육 실시(2월, 7월)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세
징수교부금

407,378,010
189,334,434 109,021,788 109,021,788 -

1분기교부금집행 2분기 교부금 집행 3분기 교부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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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년 체납 시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

및새로운체납징수기법발굴, 언론홍보강화등을통해체납징수목표액달성

 ’21년 체납 징수목표액 : 2,010억원(시 390억, 자치구 1,620억)

 체납징수 여건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체납자 가택 방문 등 적극

적인 대면 체납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

○ 특히, IMF 이후 2000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자치구에대한체납액징수 인센티브

지원중단으로관리자관심저조, 체납액징수의욕감소등체납징수활동소극적

 추진 계획

○ ‘코로나19’ 직접방문징수활동가급적자제하되악의적체납자는적극대응(연중)
- 체납자의 차명재산 및 허위 근저당권 설정 추적 등을 통한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 지자체간분산된체납을합산하여요건충족시출국금지, 명단공개등행정제재강화

○ 체납징수신기법발굴및체납징수전문지식‧노하우기관간적극공유(’21.6월)

- FIU(금융정보분석원)1)의 1천만원 이상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 체납자 추적․징수

- 출입국외국인청과연계하여신분세탁외국인체납자추적및타시도우수징수기법공유

○ 체납자은닉재산제보활성화, 납세의식제고등을위한대언론홍보강화(매월)

- ETAX, 서면, 유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도모

-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굴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홍보강화

○ 자치구별 체납징수 실적관리 강화 및 체납분야 자치구 지도점검 추진(분기)

- 징수실적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공, 우수 직원 선정 포상 등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액체납시세
징수

211,000
52,750 52,750 52,750 52,750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1) FIU(금융정보분석원) :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으로 범죄자금의 세탁 행위등을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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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

주택 공시가격 분석 및 검증을 통해 공시가격제도의 형평성․공정성을 도모

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등 추진

 추진 배경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

- 보유세․건강보험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등 60여개 분야 활용

○ 공시가격이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과 공정성 저해

○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 협력 및 자치구 등 지원 필요

 추진 계획
○ 주택 유형별(단독․공동)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 ｢주택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추진(’21년 상․하반기 총2회)

‣ ‘20~’21년 자치구별, 가격구간별 수준 및 형평성 측정 등 주택 실거래가

분석 및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 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조정 요청(1~2월)

○ 상업용건축물현실화율제고를위한연구용역추진(한국지방세연구원, ‘21. 2월~11월)

- 집합 및 일반건축물 등 건축물 유형별 시가표준액 산정 체계 개선 연구

-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현70%)의 적정성 검토

○ 자치구 공시업무 전문성 지원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건축물 현황, 실거래가 등을 연계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 구축(2월~12월)

-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동산가격공시
지원시스템구축 387,651

- 193,826 - 193,825
사업자선정및시스템구축추진 시스템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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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의 취득세 등 비과세 및 지방세 독촉고지서의

전자고지 병행 추진으로 과세제도의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도모

 재난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비과세 추진

○ 의료기관 등에서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으로,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재산세가 비과세이나 1년 초과시 과세대상으로 전환
(‘20.12.31 기준)

합계
의료기관

보건소
컨테이너 등 고정식 천막 등 이동식

95 60 10 25

※ 과세 예상액 : 12건, 취득세 1,568천원, 재산세 467천원(천막 등 이동식은 과세제외)

○ 선별진료소 장기운영으로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21.3월)

※ 의료법인은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50~75%)이나 일반 의료기관은 감면 제외

 지방세 독촉고지서 전자고지 병행 추진 및 납부 인증수단 확대

○ 독촉고지서를 종이로만 발송하여 징수액 대비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하므로

종이고지서 외 전자고지로 송달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21.3월)

- 개인균등분 주민세(6,170원)의 경우 독촉비용이 징수액의 33.7% 소요

※ 1만원 미만 주민세 독촉고지: 350,180건, 2,128백만원(서울시, ‘19년)

○ ETAX 인증수단 확대로 대시민 납부편의 제공(’21.2월~)

- 공인인증 폐지에 따른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도입(신한쏠, 카카오, 네이버 등)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방세과세제도합리화
및납세자편의증진 비예산 관계법령 개정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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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I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상담 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온택트에 기반한 AI기술을 활용 24시간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세금

수기 납부서의 자동데이터화로 지방세 서비스 효율성 제고

 추진 계획

○ 온택트1)에 기반한 24시간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세무상담 빅데이터를 활용한 챗봇의 개별 맞춤형 세무상담 지원

․ ETAX 콜센터, 25개 자치구 상담자료를 기반으로 챗봇 학습을 추진

․ ETAX(PC, 모바일웹/앱) 검색단어 활용 지식화를 보강하여 답변의 정확도 증대

- ETAX 모바일 웹/앱, 24시간 실시간 운영으로 시민편의 제고(‘21.12월)

․ 세금 설명, 세금 신고방법 및 납부액 산정, 전자고지 신청방법, 세액공제 등

○ 세금 수기납부서의 자동데이터화로 효율성 제고

- 비정형 수기납부서2) 이미지 자료의 자동 데이터화 후 즉시 수납처리

․ 수기납부서 이미지 스캔 후 전산데이터로 변환, 발송(시금고→세입시스템)

․ 스캔 이미지와 전산데이터를 세입시스템에서 확인, 필요시 수정 후 수납처리

- 납부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지방세 납부의 효율성과 편의성 확보

․ 수기납부서 영수증을 자치구 이동 및 수기입력 절차를 생략하여 시금고

수납당일 수납완료로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기존 13~23일→ 당일)

※ 수기세금 납부절차 : 납세자 은행납부→ 수합, 데이터 수동입력(시금고) →

영수증 이동(자치구)→수동입력·수납처리(자치구)

※ ’20년 수기세금 납부현황 : 469천 건(37종 형태)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세입수납시스템 AI 상담서비스 비예산 계획수립 관련 시스템 개발 AI학습추진 AI학습 및 서비스
세금수기납부서자동데이터 비예산 계획수립 관련 시스템 개발 관련 시스템 개발 자치구 시범 후 시행

1)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
2) 신고납부세목의세금납부를위하여납세자가법령서식을출력또는직접작성한신고서에과세정보를기입하여금융기관에납부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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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2-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

2-2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2-3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2-4 공공구매 활성화로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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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에

대하여임대료감면, 납부기한연장등세제혜택을지원하여피해최소화도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부담경감 연장 지원
○ 지원 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 지원 내용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 50%

감면 및 납부유예 등 지원

○ 지원 절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 기준 결정

임대료 감면 신청 재산관리관 확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임대료 감면 결정

공유재산 임차인
→ 재산관리관

피해사실확인후
공유재산심의회상정

대상, 기간, 내용, 방법
등지원기준심의·결정 재산관리관최종결정

※ ’20년 임대료 감면지원 현황 : 지하도상가, 풍물시장 등 총 4,225개소, 280억원

○ 지원 기간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6개월 연장 추진(‘21.1월~6월)

※ 지원 규모 : 173억원 예상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지속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 내용 :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율인하, 세무조사 유예

○ 지원 기간 : 코로나19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 ’20년 세제지원 현황 : 총 416,850건, 6,631억원

(단위: 건, 억원)

합 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세율 인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16,850 6,631 416,043 6,238 530 325 70 38 21 - 186 30

 예산집행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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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무상담을 추진하여 세무궁금증 해소,

절세방안 안내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회생 지원

 추진 개요
○ 구 성 : 358개동 331명(’19) → 423개동 425명(’20년)

※ 현재 4기 마을세무사 총 425명 활동 중(임기 2년, ’20년~’21년)

○ 역 할 : 세무상담, 불복청구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임기 2년)

○ 성 과 : ’15년~’20년 총 2만 2천여건 상담

 추진 계획

○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운영(’21.3월~ )

- 소상공인연합회․지역소상공인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 세무상담 등 지원

- 영세사업자 사업소득세 절감방안, 기타 세금 관련 궁금증 해소
※ 지역소상공인회 : 강북,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 마포,서대문 등 16개소

○ ‘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운영(’21.3월~)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업, 상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절세방안 등 상담

- 대규모 전통시장 방문상담, 전통시장별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추진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방문 상담은 코로나19 상황 거리두기 단계별 탄력적 운영

○ 자영업자 등 실무에 유용한 세무상담 영상 제작․배포(’21.6월중)

- 소상공인회 등 방문상담 내용 축적 후 빈번한 상담 내용 위주로 제작
※ 서울시 유튜브, 시니어 센터, 관련 기관 등에 배포

○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실시(’21.7월~9월)

- 상담활용성·친절도(시민), 활동 만족도(마을세무사) 등 조사로 내실있는 상담 지원

- 우수 활동자에 표창 등 인세티브 제공, 활동실적 저조한 세무사 독려 등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마을세무사운영 28,000 - 6,600 20,600 800
계획 수립 현장상담, 홍보물 제작 만족도 조사, 현장상담 현장상담,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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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계형 서민체납자

적극 발굴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제도 연계 추진

 추진 계획

○ 생계형 서민체납자 상담 전담창구 설치 및 운영(‘21.3월)

- 상담 전담창구 설치 : 시(38세금징수과), 자치구(세무부서)

- 38세금징수과 상담 전담 TF팀 구성 : 3명(뉴딜 일자리 참여자 채용 2명, 조사관 1명)

○ 자치구․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서민체납자 지원 강화

- (자치구 복지부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 책정 부과된 보험료를 적정 보험료로 조정 지원

○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완화

- 서울형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급여총액 월 224만원 미만 급여 체납자 미압류 조치

2020년 2021년

￭월 220만원 미만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월 224만원미만의경우급여채권압류제한

※ ’21년서울형생활임금 : 월 2,236,720원

○ 코로나19 피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완화

-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보류 적극 추진

-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

- 단,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는 시민제보 홍보 강화 및 끝까지 추적․징수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형
뉴딜일자리 60,209

6,204 18,001 18,001 18,001
계획서 수립 및 뉴딜
일자리 인력 교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상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상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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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공구매 활성화로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지원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제품에 대해 구매목표 제도 추진 및 공공구매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업체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

 추진 개요

○ 기관별 구매목표 설정 및 관리를 통한 희망기업 제품구매 촉진

- 근거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2조
※ 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사회적・마을・자활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소기업 추진 계획

○ '21년 市 ·區·투자출연기관별 희망구매 목표 설정․관리(2월~)

- ’20년 구매실적: 1조 6,935억원(구매목표 1조 5,351억원 대비 110% 달성)

‣ 시(49개) 5,289억원, 자치구(25개) 7,930억원, 투자출연기관(25개) 3,716억원

○ 기관별 구매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희망기업 판로지원 강화

- 市 기관 성과평가지표(‘20년3%→ ’21년4%) 및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1%)반영추진

- 구매실적 우수기관 업무담당자에 대한「희망구매 실천상」시상

○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위한 市 구매사이트 통합 연계․홍보

-「서울계약마당」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온라인 쇼핑몰* 연계 및 홍보로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계약정보 및 지역

업체 정보 등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자, 시민 등이 이용

⁕ 공공마켓(소상공인, http://seoul.s2b.kr), 함께누리(사회적경제기업, www.hknuri.co.kr),

에이블마켓(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www.ablemarket.or.kr)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희망기업구매
목표제관리 비예산 ‘20년 하반기 실적평가,

’21년 구매목표 설정 구매 실적관리 구매실적 관리 및
상반기 실적평가 구매실적 관리

http://www.ablemark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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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3-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신속한 발주 지원

3-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3-3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차기 시금고 선정 준비

3-4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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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신속한 발주 지원

2021년 상반기 집중적인 계약심사와 표준품셈 개발 등으로 조기발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공

 추진 계획
○ 사전검토·통합심사등 신속집행 집중심사기간 운영(’21년 상반기)

   - 공사, 용역, 구매 분야별 심사담당자 배정 후 3일이내 계약심사 결과통보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시행으로 심사기간 단축

※ ‘20년 일괄신청 통합심사 191건, 평균처리기간 2.9일

   - 코로나19관련 시설 설치 및 방역물품 등은 심사를 제외하여 신속한 방역추진 지원

○ 공사에 적용되는 공통자재 합동조사를 통한 자재단가 표준화 추진(1월, 7월)

- 시·구별로 달리 적용하던 모래, 골재, 철근 등 공사자재단가를 분야별 시․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상품목 확정 및 공통단가기준 적용

※ ’21년 1월 공통자재 품목 및 단가 공유현황 : 총 331종 1,345개

○ 현장 소통형 서울형품셈 지속 개발로 적정원가 산정 지원

- 노동시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할증요인 반영 등으로 원가기준체계 마련

- 건설업계·발주부서·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업 개발 추진

※ 21년 서울형품셈 신규개발 9건, 정비 3건 추진

○ 원가설계 모범 부서 및 사업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지정

- 매년 반복사업, 조정율이 낮은사업(3%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 ’20년 8개부서 105개 사업 ⇒ ‘21년 6개부서 116개 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집중심사통합운영 비예산 계획수립, 집중심사 집중심사 지속유지 지속유지
계약심사前사전검토제 비예산 계획수립,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일괄신청통합심사 비예산 계획수립, 통합심사 통합심사 통합심사 신규 유사사업 발굴
공통자재단가합동조사 비예산 계획수립, 상반기조사 - 하반기 조사 -
서울형품셈개발지원 비예산 계획수립 현장실사 현장실사 품셈개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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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사업 발주단계부터 계약완료단계까지 계약의 전과정을 관리하고 「서울

계약마당」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추진 계획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의 적정성 확보

- 변호사, 교수, 건설연구원 등 분야별 계약전문가로 구성(외부 12명, 내부 1명)

-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 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 ‘20년 계약심의위원회 총13회 개최, 121건 심의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금액 상향 및 계약절차 간소화(~’21.6월)

-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 7일 이내 완료,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1/2 축소로 업체 부담완화

○수의계약업체선정및사후평가시스템으로계약의투명성및사업품질제고(’21.4월~)

- 발주부서에서 적정 수의계약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서울계약마당」수의

계약 공개견적 요청시스템으로 원활한 가격 비교 및 적정 업체 선정 지원

‣ (발주부서)공개견적요청 → (업체)견적서 제출 → (발주부서)견적서 비교검토 → 계약체결

- 수의계약 수행업체의 사업종료 후 사후 평가결과(과업의 충실성, 이행태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정보로 활용

○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계약정보 제공 및 실적증명 서비스 등 시민편의 제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마당으로 통합관리·공개

- 시설공사, 전기공사, 용역, 물품, 문화재수리등실적증명서비스제공 확대(8종→9종)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계약마당
시스템운영 113,080

28,270 28,270 28,270 28,270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웹접근성품질마크갱신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5,957

6,489 6,489 6,489 6,490
위원회 개최(매월) 위원회 개최(매월) 위원회 개최(매월) 위원회 개최(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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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차기 시금고 선정 준비

자금분석, 금리변동 등을 고려한 市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능력에 중점을

두고,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금고 평가기준 마련

 시금고 개요

○ 운영기간 : ’19. 1. 1. ~ ’22. 12. 31.(4년)

○ 재정규모 : ‘21년 기준 41.8조원(일반 28조, 특별 12조, 기금 1.8조)

○ 금고은행 : 1금고 신한은행(일반‧특별회계), 2금고 우리은행(주택사업특별회계·기금)

 추진 계획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 회복을 위한 상반기 자금 적기 지원

- 소비․투자분야 우선 지출 등 사업부서와 소통․협력을 통한 전략적 세출 집행

- 회계간자금전용등가용자금선지출, 재원부족시관련부서와지방채발행시기협의

※ ’21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 : 2조 5,817억원(이월액 포함)

○ 금리변동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 자금 운용

- 금리변화 추이에 따라 정기예금 및 기업MMDA 가입 등 적정 운영

- 자금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금고통합시스템 개선(‘21년 상반기)

 연도별 수입․지출 통합자료 생성, 자금 흐름 및 분석 기능 추가
○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19.5.9. 개정)을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금리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 확대 등 시금고 조례 개정(’21년상반기)

- 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예금, 대출기준금리등의시금고지정세부평가내용마련(’21년하반기)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금 운용 비예산 자금운영 계획수립(2월)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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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2020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결산 개요

○ 대상기관 : 43개 기관 284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16개)

○ 작성항목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추진 계획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작성 : 3.21.까지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실시 : 4.13. ~ 5.17.(35일간,예정)

- 제299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시의원 3명, 회계전문가 7명 등 10명)

※결산검사 시정권고 건수 : ’17년 60건, ’18년 59건, ’19년 81건, 20년 66건

○ 결산승인(안) 등 안건 의회 제출 : 5.31.까지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등 3건

※ 2019회계 결산부터 시민의 결산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결산서의 ‘결산 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301회 정례회) : 6.10. ~ 30.

○ 결산 결과 고시(승인 후 5일 이내) 및 시민참여결산 실시 : 7월.~ 8월.

-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점검 및 결산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 : 7월~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결산업무추진 168,342
39,100 124,742 1,500 3,000

계획수립 및 결산서작성 결산검사 및 승인 시민참여결산 결산교육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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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강화

                    

4-1 시책사업 부지 취득 및 행정수요 적극 대응

4-2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적기 매각 추진

4-3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시 재산가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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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책사업 부지 취득 및 행정수요 적극 대응

우리시 필요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극 확보하고, 사업부서의 주요재산

취득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 도모

 추진 계획

○ 행정수요 적극 대응을 위한 시 필요재산 취득

- 舊 북부지검/지법의 온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입절차 마무리(’21.12월)

-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20.12월) 후 교환 계약 체결(’21년 상반기)

○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발굴지원 체계 마련

- 부동산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부서 지원을 위해 재산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산관리과 직원이 사업목적에 맞는 최적후보지 추천 등 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 관리하던 시유재산 정보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부지 발굴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개발기획단 자산관리과

 시유건물 유휴공간 발굴  활용가능 공공토지 발굴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등재

○ 공유재산관리계획 적기 의결로 주요재산 취득․처분 적정성 도모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활한 심의 의결을 위해 사업부서-시의회 소통 강화

- 공유재산관리계획미이행사업예산편성방지위해예산담당관, 각상임위와협력확대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책사업부지취득
및 행정수요
적극 대응

비예산 재산취득컨설팅지원
잠실운동장 부지 교환,

재산취득컨설팅지원

舊북부지검매입협상,

재산취득컨설팅지원

舊북부지검매입마무리,

재산취득컨설팅지원



- 23 -

4-2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적기 매각 추진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및 매각대상
자산의 적기 매각 등으로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제고

 추진 계획

○ 국가 사용 시유재산에 대한 시책사업 부지로 활용 방안 마련

- 국가가 사용 중인 시유재산의 사용 현황 및 활용제고 가능성 등 업데이트(~’21.4월)

-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행복주택+파출소 등 시책사업 통합

개발을 유도하여 시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 시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및 재산가치 제고

- 주요시설 내 여러 필지로 산재된 시유지를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단일 필지로

집단화하여 효율적 재산관리 및 재산가치 제고 도모

 21년도 추진 대상 : 중랑캠핑 숲, 수유 영어마을, 은평병원 등 총3개소
○ 재산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각방안 마련으로 시유재산 적기 매각 추진

-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지구 내 시유지 적기 매각을 위해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와 적극적 ‧선제적 업무협의

- 보존부적합 소규모 부지 관리개선으로 시민이용 활성화 및 세입증진 도모
 매각‧대부 가능 시유지 인터넷 상시 공개, 공개매각으로 적극적 시민활용 유도

○ 공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방’ 운영

-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업무활용도 제고 및 시민이 필요한 정보 제공

1단계(’20년 완료) 2단계(’21년 상반기) 3단계(’21년 하반기)

공유재산 사례집 분석

·공유재산 유권해석

 ․ 법령해석 등 5,015건

빅데이터화 및 시유재산시스템 등재

·체계적 분류, 키워드 검색체계 구축·

신속한 조회 서비스 제공

다빈도 Q&A 데이터 체계화

·공유재산 제도개선 사례발굴

·시민 대상 정보 제공(홈페이지)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사용재산
활용방안 비예산 국가 사용 재산 파악 경찰청등협의체운영 경찰청등회의 통합개발시범사업지선정

집단화 사업 250,000 - 50,000 100,000 100,000
사업대상지확정, 업무협의 기초측량 실시 확정측량, 공부정리 공부정리, 지가재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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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시 재산가치 증대

시 전체 차원의 체계적 재산 관리체계 수립 및 전문기관을 통한 내실

있는 위탁관리 지속 추진으로 시유재산 가치 증대 도모

 추진 계획

○ ｢시유재산시스템」고도화로원활한사업추진지원및체계적재산관리기반확충

- 사용자편의증대를위해사업목적별특성에맞는 ｢적합사업후보지검색｣ 기능구축

- 저활용 시유재산 원천 차단을 위해 시유지 복합개발 시 여유 공간 발생하는

경우 타부서와 공유하기 위한 ｢여유 공간 사전입력 기능｣ 구축

○ 재산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유재산 전문기관 위탁관리 지속 추진

- 위탁관리 계약기간 종료(’21.6월)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21.5월)

 계약내용, 관리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관리 추진방향 결정
- 위탁관리에 따른 매각대금, 대부료 등 수입·지출 정산 및 세입조치

○ ｢’21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 및 관리체계 확립

-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으로 시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한 정확도 개선 및 조사대상 재산별 적정 관리 방안 마련

 ’21년 주요 조사대상 : 시유재산 중 미등재 건물 조사
○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21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21.4월)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 독촉‧체납고지 일제발송, 수시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위탁관리 추진 비예산 수탁기관 실적평가 수탁기관선정 위탁관리추진 위탁관리추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100,000

- - - 100,000

사업계획, 입찰공고 계약체결,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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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입·세출 예산 현황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0,279,266,351 22,087,219,605 △1,807,953,254 △8.1%

시 세 20,023,706,000 19,552,425,000 471,281,000 2.4%

세 외 수 입 253,930,298 228,657,903 25,273,395 11.1%

보 조 금 1,630,053 1,704,404 △74,351 △4.5%

보 전 수 입 등 - 2,304,433,298 △2,304,433,298 △100.0%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1 예산 2020 예산(최종)
증 감

금 액 증감률

총계 2,921,959,702 2,885,689,037 36,270,665 1.3%

재무과 804,779,271 786,946,739 17,832,532 2.3%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30,710 717,330 113,380 15.8%

2020 회계연도결산업무추진 212,580 218,435 △5,855 △2.7%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75,703 43,518 132,185 303.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등퇴직금지급 334,708 726,559 △391,851 △53.9%

계약심의위원회등운영 25,957 20,736 5,221 25.2%

전자계약나라장터이용수수료납부 101,000 101,000 0 0.0%

서울계약마당시스템운영및공공구매업무추진 113,080 91,042 22,038 24.2%

기본경비 1,759,756 1,756,808 2,948 0.2%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01,225,777 783,271,311 17,954,466 2.3%

자산관리과 8,981,884 2,354,379 6,627,505 281.5%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 7,000,000 400,000 6,600,000 1650.0%

공유재산관리및운영 1,816,164 1,817,962 △1,798 △0.1%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18,354 90,682 27,672 30.5%

기본경비 47,366 45,735 1,63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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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1 예산 2020 예산(최종)
증 감

금 액 증감률
계약심사과 112,168 122,495 △10,327 △8.4%

계약심사 업무추진 42,500 54,000 △11,500 △21.3%

기본경비 69,668 68,495 1,173 1.7%

세제과 1,680,076,552 1,610,718,504 69,358,048 4.3%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86,920 142,300 44,620 31.4%

마을세무사 운영 28,000 10,000 18,000 18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0 1,200 100.0%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1,620,741 1,709,604 △88,863 △5.2%

부동산가격 공시지원 405,651 781,000 △375,349 △48.1%

기본경비 125,260 122,182 3,078 2.5%

국고보조금 반환 2,565 8,270 △5,705 △69.0%

재정보전금 1,675,686,000 1,607,945,148 67,740,852 4.2%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020,215 - 2,020,215 100.0%

세무과 420,937,019 478,074,897 △57,137,878 △12.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172,474 218,772 △46,298 △21.2%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50,532 831,560 18,972 2.3%

상시세금납부체제구축 182,991 162,968 20,023 12.3%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2,700 194,200 △1,500 △0.8%

전자고지마일리지지원 1,300,530 689,822 610,708 88.5%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100,000 0 0.0%

시세입증대자치구협력및지원사업 2,500,000 5,000,000 △2,500,000 △5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730,770 1,655,078 75,692 4.6%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운영분
담금 5,000,000 - 5,000,000 100.0%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

관리컨설팅
503,770 - 503,770 10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 879,732 945,106 △65,374 △6.9%

기본경비 145,510 141,631 3,879 2.7%

시세 징수교부금 407,378,010 468,125,760 △60,747,750 △13.0%

38세금징수과 7,072,808 7,472,023 △399,215 △5.3%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1,940,024 2,112,482 △172,458 △8.2%

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 4,787,078 5,004,960 △217,882 △4.4%

고액 체납시세 징수 강화 268,140 278,610 △10,470 △3.8%

기본경비 77,566 75,971 1,595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