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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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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위임 방법

2) 사무위임 현황

3) 사무위임 개정 내역(2010. 7.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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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용

2) 시 산하 공공기관 상시 조직진단 실시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4) 조직 운영 및 관리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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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인평가

1)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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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성과평가 실시

3)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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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관리

2) 시정베스트 5 선정



제3절∙종합 기획 및 조정 

                                                    제2편∙분야별 주요 성과와 계획│73│

3) 시장 공약사항 관리

4) 합동평가 관리

5) UN공공행정상 응모추진

4.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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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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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울․경 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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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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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안 발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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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회 동해안발전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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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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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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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창안제도 운영



 제1장∙일반행정 

│86│2011 시정백서

4) 행정제도개선(불필요한 일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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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서문화 조성

1) 광역행정 협의회 

2) 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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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 발전협의회 운영

4) 정책자문단 운영

5) 창의․실용행정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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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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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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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 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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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대 울산광역시의회

2)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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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대 울산광역시의회

2)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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