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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19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신규 행정수요에 맞추어 기구 신설, 실․본부내 직제 및 소관업무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
구 설치조례」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공정 하도급 감시 전담기구로 하도급개선담당관을 설치하고, 시 투자기관 지원 관련 협
력관을 신설함
나. 8대 신성장동력산업 신설․변경에 따른 관련 부서 업무분장 규정
∙ IT융합산업 :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 바이오메디컬산업 :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
∙ 녹색산업 :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다.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의 소관을 정책기획관에서 경영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기획조정실 창
의담당관 소관을 경영기획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함
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디자인산업과를 폐지하고 문화산업과를 신설하고, 문화콘텐츠 및
패션산업 업무는 문화산업과에서, 디자인산업 업무는 디자인기획과에서 수행하도록 업무를
조정함
마. 마곡 산업단지 토지분양 및 투자유치, 국제업무단지 등 관련 업무는 도시계획국 마곡개발
과에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로 변경하고, 홍강개발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마곡개발
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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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택본부 재정비1과와 재정비2과를 재정비과로 통폐합하고, 주거환경과를 신설함
사.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각각 보수과와 원수관리과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
화 : 731-6152,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19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원의 총수를 16,056명에서 16,283명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내
용을 반영하고,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ㆍ직렬조정 및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이관 사항을 규정하
여 미래환경 변화 대응 및 신규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G20정상회의지원단(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3급 정원 1명과, 시설물관리․경비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민간위탁에 따른 정원 62명을 감축하고
나. 시의회사무처 부서 신설, 하도급개선담당관 및 투자기관 지원 관련 기구신설 등에 따른 일
반직 정원 19명과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준비 등을 위한 연구직 정원 8명, 시립대학교 특성
화분야 육성을 위한 교수요원 12명, 강북소방서 신설 예정 및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에 따
른 소방직 25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6,056명에서 16,283명으로 변경함
다.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직렬 조정 및 정원관리기관간 정원 이관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
화 : 731-6152,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