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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계획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공보관 9,367 13,327 3,960

전략목표 1: 시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5,979 5,936 -43

성과목표 1-1: 시정의 인지도 제고 3,752 3,729 -23

-출판물에 의한 매체인지도 28% 33% 35% 출판물매체 인지도 조사

-광고에 의한 매체인지도 65% 65% 65% 광고매체 인지도 조사

-인터넷에 의한 매체인지도 8% 14% 16% 인터넷매체 인지도 조사

-서울시 인터넷 방문자 수 2,600명 3,800명 6,500명 서울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문자수 조사

-전광판 및 시정영상물 등을 통한 매체인지
도

20% 22% 24% 전광판 및 영상물매체 인지도 조사

성과목표 1-2: 부서별 시정홍보지원 2,226 2,207 -19

-시정홍보물제작 심의요청 대비 수정의결
건수(심의율)

98% 98% 98% 시정홍보물 제작 심의수정 의결건수 조사

-영상자료 입력건수 550건 410건 220건 영상자료 D/B 구축 실적조사

전략목표 2: 시민의 시정관심 제고 1,594 2,014 420

성과목표 2-1: 홍보체계의 대상별 특화 1,594 2,014 420

공보관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방문시민의 시정만족도 85% 87% 88% 방문시민 시정만족도 조사

-장애인의 시정만족도 80% 82% 83% 장애인 시정만족도 조사

-시각장애인의 점자 새서울뉴스 만족도 80% 82% 83% 시각장애인의 점자새서울뉴스 만족도 조사

-시각장애인용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건수 300천명 380천명 400천명 시각장애인용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자수 조사

-초·중등 학생 시정관심도 80% 82% 83% 초·중학생 교과서커버 시정광고 만족도조사

-어린이 새서울뉴스 만족도 80% 83% 83% 어린이 새서울뉴스 제작실적 및 만족도

-버츄얼서울 게임만족도 50% 55% 55% 참여인원 만족도 조사

-클릭시청가족 접속자수 257천명 300천명 310명 전년대비 접속자 수 조사

-서울시청 방송의 청취 만족도 75% 77% 77% 서울시청 방송 청취도 조사

-서울이야기수필 공모 응모건수 630명 650명 720건 서울이야기수필 공모 응모건수 조사

-서울이미지맵 그리기 공모 응모건수 100건 130건 150건 서울이미지맵 그리기 공모 응모건수

전략목표 3: 시민의견의 시정반영 207 218 11

성과목표 3-1: 시민여론 수렴 207 218 11

-여론조사 실시횟수 28건 28건 28건 목표대비 조사횟수 및 반영실적 조사

-여론조사 환류 비율 90%이상 90%이상 여론조사 환류 건수 조사

-시정모니터  의견제출 건수 6,000건 6,300건 6,300건 모니터 의견제출 건수 조사

-현장모니터 참여대비 의견제출률 90% 90% 90% 현장모니터 참여대비 의견 제출률 조사

전략목표 4: 시정에 대한 보도 활성화 321 218 -103

공보관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성과목표 4-1: 보도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제공 229 138 -91

-보도기사 및 보도자료 전산입력 비율 22,000건 100% 100% 자료발생대비 입력건수 조사

-사진자료 전산입력 건수 10,000건 10,000건 10,000건 사진자료발생 대비 입력건수 조사

-보도자료의 제공 전년대비 비율(시정홍보
내용 보도 비율)

90%이상 90%이상 90%이상 보도자료제공 대비 보도실적 조사

-시정설명회 추진 전년대비 비율 90%이상 90%이상 90%이상 정례·수시 설명회계획 대비 추진실적 조사

-방송영상 및 시정사진 자료 제공 전년대비
비율

90%이상 90%이상 90%이상 방송영상자료 제공대비 전년 보도실적 조사, 언론매체 등 자료활용건수 조사

성과목표 4-2: 공정보도 확보 및 보도의 효율화 92 80 -12

-왜곡·오보에 대한 보도 정정율 90% 90%이상 90%이상 해명자료 제공건수조사, 정정·반론 게재건수조사

-요청 대비 인터뷰율 60% 60%이상 60%이상 시정인터뷰 게재 및 출연 실적 조사

-언론 인터뷰 회수 160건 160건 170건 언론 인터뷰 회수

전략목표 9: 일반예산 1,266 4,942 3,676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266 4,942 3,676

공보관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9,367,053 13,327,448 3,960,395- 공보관

전략목표 : 시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5,978,812 5,935,739 -43,073

시정의 인지도 제고성과목표 : 3,752,489 3,728,739 -23,75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출판물에 의한 매체인지도 출판물매체 인지도 조사28% 33% 35%

광고에 의한 매체인지도 광고매체 인지도 조사65% 65% 65%

인터넷에 의한 매체인지도 인터넷매체 인지도 조사8% 14% 16%

서울시 인터넷 방문자 수 서울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문자수 조사2,600명 3,800명 6,500명

전광판 및 시정영상물 등을 통한 매체인지도 전광판 및 영상물매체 인지도 조사20% 22% 24%

0101 서울시 인터넷 홍보망 운영 494,772 643,807 149,035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76,870

  ㅇ인터넷 홍보망 운영 76,870

    .운영업체공모 광고 6,530,000원*1식 6,530

    .인터넷전문가회의 회의자료 700,000원*1식 700

    .공공요금 및 제세 44,840,000원 44,840

    .운영수당 1,600,000원*1식 1,600

    .서울포커스 백업테이프 구입 3,200,000원*1식 3,200

    .외국어 번역 및 감수비 20,000,000원*1식 20,000

민간위탁금(11-1221-220-307-05) 461,937

  ㅇ인터넷 홍보망 운영 461,937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국어,영어,일어,중
국어)

371,937,000원 371,937

    .2002월드컵홈페이지외국어구축(불어,스페
인어)

50,000,000원 50,000

    . 장애인 홈페이지 보강 40,000,000원 40,000

- 공보관   1 /   20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11-1221-220-405-01) 105,000

  ㅇ인터넷 홍보망 운영 105,000

    .웹서버 구매 50,000,000원 50,000

    .DB프로그램 운영 40,000,000원 40,000

    .소프트웨어 구매 15,000,000원 15,000

0202 새서울뉴스 발간 2,370,892 2,142,950 -227,942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1,920,534

  ㅇ새서울뉴스 발행 1,920,534

    .기획편집 10,000,000원*12회 120,000

    .인쇄 1,534,657

      -월 44만부 (8회) 3,520,000부*24면*5.55원
*1.008

472,615

      -분기 231만부 (3회) 6,930,000부*24면*5.55원
*1.008

930,461

      -월드컵특집 98만부 980,000부*24면*5.55원*1.008 131,581

    .원고료 등 2,500,000원*12회 30,000

    .사진촬영 18,000

      -재료구입 750,000원*12월 9,000

      -현상인화 750,000원*12월 9,000

    .배송 87,210

      -50만부(2.5톤 150Km내외) 60대*102,000원*9회 55,080

      -280만부(2.5톤 100Km내외) 105대*102,000원*3회 32,130

    .발송(DM) 22,566

      -띠지 37,500건*42.9원*9회 14,479

      -봉투 7,900건*85.3원*12회 8,087

    .우편요금 85,101

      -1부 37,500건*148.5원*9회 50,119

      -5부 7,900건*369원*12회 34,982

    .새서울뉴스 축쇄판 23,000

      -기획편집 6,000,000원*1식 6,000

      -인쇄 34,000원*500부 17,000

월액여비(11-1221-122-202-02) 13,800

  ㅇ새서울뉴스 취재여비 115,000원*10명*12월 13,800

일시사역인부임(11-1221-122-206-02) 181,766

  ㅇ새서울뉴스 세대 배부 2,019,620부*30원*3회 181,766

자산및물품취득비(11-1221-220-405-01) 26,850

- 공보관   2 /   20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ㅇ새서울뉴스 발간 26,850

    .정사진기자재 구입 26,850

     -핫셀프렉스바디 2,500,000원*1대 2,500

     -핫셀광각40m/m 4,500,000원*1대 4,500

     -핫셀프리즘파인더 2,500,000원*1대 2,500

     -파노라마카메라6*12 12,000,000원*1대 12,000

     -노출계 550,000원*1대 550

     -캐논초광각14m/m 3,100,000원*1대 3,100

     -캐논줌17-35m/m 1,700,000원*1대 1,700

0207 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 49,860 49,136 -724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49,136

  ㅇ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 49,136

    .전광판 영상물 제작테이프 등 14,040

      -베타캄 테이프 구입 및 복사 40,000원*12개*26회 12,480

      -VHS 테이프구입 및 복사 5,000원*12개*26회 1,560

    .전광판용 영상테이프 택배 8,000원*12개*26회 2,496

    .동영상편집프로그램업그레이드 9,000,000원*1회 9,000

    .전광판 영상물 제작 5,000,000원*4회 20,000

    .심의위원 수당 50,000원*3명*24회 3,600

0210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 836,965 793,000 -43,965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793,000

  ㅇ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 광고 793,000

    .TV-CF광고 512,000

      -이미지광고(4개 TV방송국) 224,000

       =제작비 80,000,000원*1식 80,000

       =광고비 4개사*3,600,000원*10회 144,000

      -캠페인 광고(4개 TV방송국) 288,000

       =제작비 80,000,000*1식 80,000

       =광고비 4개사*2,600,000원*20회 208,000

    .일간지 광고 212,600

      -20개  일간지 등 20개사*10,630,000원*1회 212,600

    .잡지 광고 39,600

      -12개 잡지 등 12개사*3,300,000원*1회 39,600

- 공보관   3 /   20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라디오 광고 28,800

      -(KBS,MBC,CBS,SBS) 등 4개사*120,000원*30일*2회 28,800

0226 월드컵 서울영상물홍보 99,846 99,846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99,846

  ㅇ월드컵 서울영상 홍보 99,846

    .베타캄 구입 35,000원*460개 16,100

    .비디오 복사 28,000원*126개 3,528

    .방식전환 170,000원*334개 56,780

    .CD제작 4,645,000원*1식 4,645

    .발송 및 편집비 18,000,000원*1식 18,000

    .수수료등 793,000원*1식 793

부서별 시정홍보지원성과목표 : 2,226,323 2,207,000 -19,323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시정홍보물제작 심의요청 대비 수정의결 건수(심의율) 시정홍보물 제작 심의수정 의결건수 조사98% 98% 98%

영상자료 입력건수 영상자료 D/B 구축 실적조사550건 410건 220건

0208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2,100,323 2,100,000 -323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2,100,000

  ㅇ시정홍보물 통합관리 2,100,000

    .시정홍보물 통합관리 2,100,000,000원*1식 2,100,000

0218 영상자료 DB구축 126,000 107,000 -19,000

민간위탁금(11-1221-220-307-05) 65,000

  ㅇ영상자료 DB 구축 61,000,000원 65,000

    .S/W개발(사무처리,멀티미디어등) 44,000,000원*1식 44,000

    .유지보수 입력 용역비 21,000,000원*1식 21,000

자산및물품취득비(11-1221-220-405-01) 42,000

  ㅇ영상자료 DB 구축(H/W 구입) 42,000

- 공보관   4 /   20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워크스테이션 서버 9,000,000원 9,000

    .미디어 서버 17,000,000원 17,000

    .바코드 프린터 4,000,000원 4,000

    .DVD-R Writer외 3종 12,000,000원 12,000

전략목표 : 시민의 시정관심 제고 1,594,412 2,013,838 419,426

홍보체계의 대상별 특화성과목표 : 1,594,412 2,013,838 419,426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방문시민의 시정만족도 방문시민 시정만족도 조사85% 87% 88%

장애인의 시정만족도 장애인 시정만족도 조사80% 82% 83%

시각장애인의 점자 새서울뉴스 만족도 시각장애인의 점자새서울뉴스 만족도 조사80% 82% 83%

시각장애인용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건수 시각장애인용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자수 조사300천명 380천명 400천명

초·중등 학생 시정관심도 초·중학생 교과서커버 시정광고 만족도조사80% 82% 83%

어린이 새서울뉴스 만족도 어린이 새서울뉴스 제작실적 및 만족도80% 83% 83%

버츄얼서울 게임만족도 참여인원 만족도 조사50% 55% 55%

클릭시청가족 접속자수 전년대비 접속자 수 조사257천명 300천명 310명

서울시청 방송의 청취 만족도 서울시청 방송 청취도 조사75% 77% 77%

서울이야기수필 공모 응모건수 서울이야기수필 공모 응모건수 조사630명 650명 720건

서울이미지맵 그리기 공모 응모건수 서울이미지맵 그리기 공모 응모건수100건 130건 150건

0102 서울홍보용게임 "버츄얼 서울" 보강보급 확대 142,580 45,300 -97,280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35,300

  ㅇ버츄얼 서울 보급 확대 35,300

    .CD제작 2,500원*10,000개 25,000

    .게임 경진대회 10,300

      -잡지광고 1,100,000원*3개지 3,300

      -행사용 홍보물제작 3,500,000원*2식 7,000

기타보상금(11-1221-122-301-1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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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버츄얼서울 게임경진대회 10,000

    .상금 및 상품비 10,000,000원 10,000

0105 클릭 시청가족 발행 54,200 46,500 -7,700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46,500

  ㅇ클릭시청가족 발행 46,500

    .웹디자인 2,575,000원*12월 30,900

    .원고료 600,000원*2회*12월 14,400

    .기획 및 편집 50,000원*2명*12월 1,200

0204 서울홍보관 운영 99,300 93,200 -6,100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72,000

  ㅇ서울홍보관 운영 72,000

    .물품구입 16,000

      -비디오 테이프, 프린터 등 900,000원*12월 10,800

      -빔 프로잭트 램프교체 800,000원*2개 1,600

      -청소용역 및 용품구입 900,000원*4회 3,600

    .음향, 비디오오 등 수리 등 5,000

      -응향장비 수리 1,000,000원*1식 1,000

      -비디오 수리 1,000,000원*1식 1,000

      -CCTV 등 수리 3,000,000원*1식 3,000

    .홍보관 근무자 제복 11명*2착*250,000원 5,500

    .홍보관 전시물 제작 및 시설개선 45,500

      -사진 및 와이드 칼라 보완 1,000,000원*10개 10,000

      -전시물 교체 1,500,000원*17개 25,500

      -시설물 개보수 10,000,000원*1식 10,000

기타보상금(11-1221-122-301-11) 19,200

  ㅇ홍보관운영 자원봉사자실비보상 19,200

    .급식비 5,000원*8명*300일 12,000

    .교통비 3,000원*8명*300일 7,200

자산및물품취득비(11-1221-220-405-01) 2,000

  ㅇ서울홍보관 운영 2,000

    .마이크 및 마이크대 구입 2,000,000원*1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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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새서울뉴스 발간 119,248 115,686 -3,562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115,686

  ㅇ 점자판 새서울뉴스 발행 115,686

    .표지 디자인 240,000원*12월 2,880

    .인쇄비 80면*3,000부*37.8원*12월
*1.008

109,735

    .봉투대 85.3원*3,000부*12월 3,071

0206 시정홍보물 사진전시 62,000 60,000 -2,000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60,000

  ㅇ시정홍보 사진전시 60,000

    .사진전시 350,000원*22개*4회 30,800

    .재료구입 및 현상 등 19,200

      -사진재료 구입 800,000원*12월 9,600

      -현상 인화 등 800,000원*12월 9,600

    .효자동 사랑방 운영 10,000

      -전시패널 및 사진교체 등 1,000,000원*10면*1회 10,000

0209 초등.중학생 대상 시정홍보 공익광고 사업 574,860 983,400 408,540

민간위탁금(11-1221-220-307-05) 983,400

  ㅇ초.중학생 대상 시정홍보 공익광고 사업 2,980,000매*330원 983,400

0211 서울이야기수필공모 70,000 79,000 9,000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54,000

   ㅇ서울이야기 수필 공모 54,000

    .홍보물 제작 15,000,000원*1식 15,000

    .작품집 발간 20,000,000원*1식 20,000

    .번역 5,000,000원*1식 5,000

    .시상 1,000,000원*1식 1,000

    .신문공고 6,000,000원*1식 6,000

    .심사비 6,000,000원*1식 6,000

    .발송비 1,000,000원*1식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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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상금(11-1221-122-301-11) 25,000

  ㅇ서울이야기 수필공모전 시상 25,000

    .최우수상 3,000,000원*2명 6,000

    .우수상 2,000,000원*4명 8,000

    .특선 300,000원*20명 6,000

    .입선 100,000원*40명 4,000

    .특별상 1,000,000원*1명 1,000

0212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 48,000 24,000 -24,000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24,000

  ㅇ시정홍보 미디어 운영 24,000

    .홍보 미디어 운영 4,000,000원*6월 24,000

0213 서울시청 방송운영 79,497 66,120 -13,377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58,520

  ㅇ시청방송운영 58,520

    .소모품 구입비 등 23,720

      -녹화테이프 구입(VHS) 4,000원*15개*12월 720

      -베타캄 테이프 40,000원*15개*12월 7,200

      -음반구입 14,000원*700장 9,800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500,000원*12월 6,000

    .시청방송 제작 위탁 수수료 5,000,000원*2회 10,000

    .종합유선방송수수료 600,000원*12월 7,200

    .출연료 등 17,600

      -대담출연료 50,000원*4회*12월 2,400

      -리포터료 40,000원*1명*200회 8,000

      -외국어회화강사료 50,000원*3회*4주*12월 7,200

자산및물품취득비(11-1221-220-405-01) 7,600

  ㅇ방송용디지털장비구입 7,600,000원*1식 7,600

0214 어린이 새서울뉴스 발간 249,727 335,632 85,905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312,182

  ㅇ어린이 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312,182

    .기획 및 편집 4,100,000원*9회 3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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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비 182,618

      -34만부 발행 (340,000부*8면*6.7원*7회
)*1.008

128,589

      -50만부 발행 (500,000부*8면*6.7원*2회
)*1.008

54,029

    .발송(2.5통 50Km이하) 3,600,000원*9회 32,400

    .원고료 등 3,000,000원*9회 27,000

    .우편료(경품발송 등) 1,170원*120*9회 1,264

    .어린이 기자 수첩 발간 6,500원*2,000부 13,000

    .내친구 서울 축쇄판 제작 19,000

      -기획 편집 5,000,000원*1식 5,000

      -인쇄 7,000원*2,000부 14,000

민간행사보조위탁(11-1221-122-307-04) 23,450

  ㅇ명예기자 현장탐방 23,450,000원 23,450

0216 서울이미지 맵그리기 공모 95,000 95,000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55,000

  ㅇ서울이미지맵 공모 55,000

    .홍보물 제작 15,000,000원*1식 15,000

    .공모작 메뉴얼 제작 20,000,000원*1식 20,000

    .전시회 개최 15,000,000원*1식 15,000

    .작품 심사 등 5,000,000원*1식 5,000

기타보상금(11-1221-122-301-11) 30,000

  ㅇ서울이미지 맵공모 시상금 30,000

    .최우수상 3,000,000*1명*2부문 6,000

    .금상 2,000,000원*2명*2부문 8,000

    .은상 500,000*5명*2부문 5,000

    .동상 300,000*10명*2부문 6,000

    .인기상(에니메이션) 5,000

      -1등 1명*2,500,000원 2,500

      -2등 1명*1,500,000원 1,500

      -3등 1명*700,000원 700

      -4등 1명*300,000원 300

민간위탁금(11-1221-220-307-05) 10,000

  ㅇ이미지맵 네티즌평가 위탁 10,000

    .웹에니메이션 네티즌평가 10,000,000원*1식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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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열린시정 홍보공간 조성 70,000 70,000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26,000

  ㅇ열린시정 홍보공간 조성 26,000

    .시정간행물 열람대 설치 20,000,000원*1식 20,000

    .홍보공간 운영 500,000원*12월 6,000

자산및물품취득비(11-1221-220-405-01) 44,000

  ㅇ열린시정 홍보공간 장비구입 44,000

    .PDP 및 터치보드 20,000,000원*2대 40,000

    .동영상용DVD 및 컴퓨터 등 2,000,000원*2대 4,000

전략목표 : 시민의견의 시정반영 206,767 218,428 11,661

시민여론 수렴성과목표 : 206,767 218,428 11,661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여론조사 실시횟수 목표대비 조사횟수 및 반영실적 조사28건 28건 28건

여론조사 환류 비율 여론조사 환류 건수 조사90%이상 90%이상

시정모니터  의견제출 건수 모니터 의견제출 건수 조사6,000건 6,300건 6,300건

현장모니터 참여대비 의견제출률 현장모니터 참여대비 의견 제출률 조사90% 90% 90%

0201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90,520 88,663 -1,857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88,663

  ㅇ시정여론조사 내실화 88,663

    .질문지 인쇄 20원*15매*1,000부*22회*1.1 7,260

    .시민여론모음집 인쇄 15,000원*500부*1회 7,500

    .전화 및 면접 실사 59,400

      -전화 1,500원*1,000부*16회*1.1 26,400

      -면접 5,000원*1,000부*6회*1.1 33,000

    .입력 및 검증원 등 20,600원*4일*8명*22회 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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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102,247 105,765 3,518

일반운영비(11-1221-122-201-01) 105,765

  ㅇ시정모니터운영 활성화 105,765

    .인쇄 9,449

      -위촉장 5,400원*1,000매*1.1 5,940

      -의견지 70원*1,000매*2종*11회*1.1 1,694

      -봉투(발신 및 회신용) 75회원*1,000매*2종*11회*1.1 1,815

    .모니터 모집 신문 광고 40,000원*5단*12Cm*2개지*1.1 5,280

    .원고료 80,300

      -우수의견 채택료 50,000원*30건*11회 16,500

      -자유의견 채택료 20,000원*40건*11회 8,800

      -의견제출자 답례품 10,000원*500건*11회 55,000

    .DM 발송 수수료 230원*1,000건*12회*1.1 3,036

    .우편료(위촉장, 의견지등) 7,700,000원*1식 7,700

0215 현장모니터 운영 14,000 14,000

행사실비보상금(11-1221-122-301-09) 14,000

  ㅇ현장모니터 운영 17,500원*4일*50명*4회 14,000

    .현장모니터 실비보상 17,500원*4일*50명*4회 14,000

0223 심층집단면접 여론조사 10,000 10,000

행사실비보상금(11-1221-122-301-09) 10,000

  ㅇ심층집단면접 여론조사 10,000

    .토론자사례비 50,000원*5회*10명*2회 5,000

    .진행자사례비 500,000원*5회*1명*2회 5,000

전략목표 : 시정에 대한 보도 활성화 320,564 217,546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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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제공성과목표 : 228,564 137,546 -91,018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보도기사 및 보도자료 전산입력 비율 자료발생대비 입력건수 조사22,000건 100% 100%

사진자료 전산입력 건수 사진자료발생 대비 입력건수 조사10,000건 10,000건 10,000건

보도자료의 제공 전년대비 비율(시정홍보내용 보도 비율) 보도자료제공 대비 보도실적 조사90%이상 90%이상 90%이상

시정설명회 추진 전년대비 비율 정례·수시 설명회계획 대비 추진실적 조사90%이상 90%이상 90%이상

방송영상 및 시정사진 자료 제공 전년대비 비율 방송영상자료 제공대비 전년 보도실적 조사, 언론매
체 등 자료활용건수 조사

90%이상 90%이상 90%이상

0307 사진자료 전산입력 37,692 35,449 -2,243

일반운영비(11-1222-122-201-01) 35,449

  ㅇ정사진 전산시스템 현황 유지관리 35,449

    .전산장비 278,023,000원*8%*1.1 24,467

    .RDBMS(Oracle DB 8User) 18,422,000원*22%*1.1 4,459

    .정사진관리프로그램 27,030,000원*15%*1.1 4,460

    .보완 소프트웨어(IntraVerse) 12,500,000원*15%*1.1 2,063

0310 방송영상 및 정사진 자료 제공 190,872 102,097 -88,775

자산및물품취득비(11-1222-220-405-01) 102,097

  ㅇ정사진 기자재 구입 6,754

    .카메라( Nikon Lens) 2,080,000원*2대*1.1 4,576

    .카메라(Nikon Flash) 640,000원*1대*1.1 704

    .삼각대 980,000원*1개*1.1 1,078

    .Gitzo 볼헤드 360,000원*1개*1.1 396

  ㅇ동사진 기자재 구입 95,000

    .녹화기(DVW-A500) 60,000,000원*1대 60,000

    .모니터 14인치(PVM-14M2E) 2,000,000원*5개 10,000

    .자막기 (4000G) 25,000,000원*1대 25,000

  ㅇ모니터실 기자재 구입 343

    .카세트라디오 68,600원*5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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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 확보 및 보도의 효율화성과목표 : 92,000 80,000 -12,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왜곡·오보에 대한 보도 정정율 해명자료 제공건수조사, 정정·반론 게재건수조사90% 90%이상 90%이상

요청 대비 인터뷰율 시정인터뷰 게재 및 출연 실적 조사60% 60%이상 60%이상

언론 인터뷰 회수 언론 인터뷰 회수160건 160건 170건

0314 시정홍보활동지원 80,000 80,000

민간인해외여비(11-1222-122-301-07) 80,000

  ㅇ교통,환경 등 시정관련 해외보도출장 2,000,000원*40명 80,000

전략목표 : 일반예산 1,266,498 4,941,897 3,675,399

일반예산성과목표 : 1,266,498 4,941,897 3,675,399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9901 인건비 3,469,894 3,469,894

기본급(11-1221-110-101-01) 1,461,381

  ㅇ 일반직(49명) 823,737

    . 2급  55,588,000원*1.0275*1명 57,117

    . 4급  1,847,500원*1.029*2명*12월 45,626

    . 5급  1,636,700원*1.029*9명*12월 181,890

    . 6급  1,387,400원*1.029*17명*12월 291,238

    . 7급  1,079,700원*1.029*16명*12월 2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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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급  789,400원*1.029*2명*12월 19,496

    . 9급 609,600원*1.029*2명*12월 15,055

  ㅇ 기 능 직(19명) 204,528

    . 7등급 1,208,300원*1.029*1명*12월 14,921

    . 8등급 1,063,600원*1.029*5명*12월 65,667

    . 9등급 820,300원*1.029*10명*12월 101,291

    . 10등급 611,400원*1.029*3명*12월 22,649

  ㅇ처우개선비 87,152

    .연봉제 57,117,000원*0.0806 4,604

    .월급제 971,148,000원*0.085 82,548

  ㅇ 기말수당 1,053,696,000원*1/12*200% 175,616

  ㅇ 정근수당 1,053,696,000원*1/12*1.94 170,348

수당(11-1221-110-101-02) 402,702

  ㅇ 시간외수당 220,366

    . 일반직(46명) 167,848

      - 5급 6,844원*1.029*9명*52시간*12
월

39,551

      - 6급 5,807원*1.029*17명*52시간*12
월

63,388

      - 7급 5,211원*1.029*16명*52시간*12
월

53,536

      - 8급 4,669원*1.029*2명*52시간*12
월

5,996

      - 9급 4,187원*1.029*2명*52시간*12
월

5,377

    . 기능직(19명) 52,518

      - 7등급 5,211원*1.029*1명*52시간*12
월

3,346

      - 8등급 4,669원*1.029*5명*52시간*12
월

14,990

      - 9등급 4,187원*1.029*10명*52시간*12
월

26,885

      - 10등급 3,788원*1.029*3명*52시간*12
월

7,297

  ㅇ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 220,366,000원*0.085 18,732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25,509

    . 중학교 176,525원*68명*0.18*4회 8,643

    . 고등학교 310,025원*68명*0.20*4회 16,866

  ㅇ 가족수당 43,249

    . 배우자 30,000원*68명*0.78*12월 19,095

    . 기타가족 20,000원*68명*1.48*12월 2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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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장기 근속수당 65,280

    . 25년 이상 130,000원*11명*12월 17,160

    . 20년 - 25년 미만 110,000원*14명*12월 18,480

    . 15년 - 20년 미만 80,000원*12명*12월 11,520

    . 10년 - 15년 미만 60,000원*16명*12월 11,520

    . 5년 - 10년 미만 50,000원*11명*12월 6,600

  ㅇ 특수업무수당 2,856

    . 전산수당(3년이상) 50,000원*3명*12월 1,800

    . 전산수당(1-3년) 30,000원*1명*12월 360

    . 장려수당(통신) 14,000원*2명*12월 336

    . 전기안전관리보조원수당 15,000원*2명*12월 360

  ㅇ 관리업무 수당 45,626,000원*1.085*10% 4,951

  ㅇ 대우수당 1,053,696,000원*0.31*0.06 19,599

  ㅇ 모범공무원 수당 30,000원*6명*12월 2,160

기타직보수(11-1221-110-101-03) 683,275

  ㅇ 계약직(23명,현원) 683,275

    . 급여 545,816

      - 가급 55,771,000원*1명*1.0275 57,305

      - 나급 26,234,000원*1명*1.0275 26,956

      - 다급(8명) 23,208,500원*8명*1.0275 190,774

      - 라급(12명) 20,311,170원*12명*1.0275 250,437

      - 마급 19,799,000원*1명*1.0275 20,344

    . 처우개선비 545,816,000원*0.0791 43,175

    .  수당 94,284

      - 시간외 근무수당 588,991,000원
*1/12*0.6*0.5*1.5/192*52시간
*12월

71,784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71,784,000원*0.0791 5,679

      - 가족수당 12,752

        = 배우자 30,000원*0.7*23명*12월 5,796

        = 기타가족 20,000원*1.26*23명*12월 6,956

      - 자녀학비 보조수당 4,069

        = 중학교 176,525원*0.11*23명*4회 1,787

        = 고등학교 310,025원*0.08*23명*4회 2,282

복리후생비(11-1221-110-204-01) 553,470

  ㅇ정액급식비 80,000원*93명*12월 89,280

  ㅇ교통비 100,000원*67명*12월 80,400

  ㅇ명절휴가비 1,053,696,000원*1/12*100% 8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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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연가보상금 76,462

    .연봉제 650,712,000원
*0.55*1/12*1/24*20일*0.78

19,386

    .월급제 1,053,696,000원*1/12*1/24*20
일*0.78

57,076

  ㅇ가계지원비 219,520

    .일반대상자 1,053,696,000원*1/12*250% 219,520

포상금(11-1221-110-303-01) 48,295

  ㅇ성과상여금 1,053,696,000원*1/12*0.55 48,295

연금부담금(11-1221-110-304-01) 269,658

  ㅇ 연금 부담금 203,697

    .연봉제 650,712,000원*0.73*10.5% 49,878

    .월급제 1,464,940,000원*10.5% 153,819

  ㅇ 퇴직수당 60,140

    .연봉제 650,712,000원*0.73*3.1% 14,726

    .월급제 1,464,940,000원*3.1% 45,414

  ㅇ재해보상부담금 5,821

    .연봉제 650,712,000원*0.73*0.3% 1,426

    .월급제 1,464,940,000원*0.3% 4,395

의료보험금(11-1221-110-304-02) 51,113

  ㅇ 건강보험 부담금 51,113

    .연봉제 650,712,000원*1.7% 11,063

    .월급제 2,355,832,000원*1.7% 40,050

9902 기본경비 1,266,498 1,472,003 205,505

일반운영비(11-1221-121-201-01) 315,182

  ㅇ공통기본경비 46,252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40,000원*93명 22,320

    .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74명)+(3,000원*19
명)

797

    .소규모수선비 5,000원*93명 465

    .기본사무용종이 30,000원*74명 2,220

    .도서구입비 50,000원*9팀 450

    .행정장비 수리비(복사기7,프린터기43) 400,000원*50대 20,00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9,510,000원 9,510

  ㅇ간행물 등 228,500

    .시장연설문집 발간 1,100부*27,000원*1.1*1회 32,670

    .시보발간 1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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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인쇄 13.1원*170면*1,200부*72회 192,413

      -시보 우송료 및 우편요금 (195원*130건*72회)+(170원
*130건*72회)

3,417

  ㅇ업무보고서 및 회의자료 발간 26,600

    .회의자료 3,000원*100부*12회 3,600

    .시의회 자료 (50,000원*100부)+(10,000원
*100부*8회)

13,000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10,000,000원*1회 10,000

  ㅇ상징물관리위원회수당 50,000원*15명*4회*0.8 2,400

  ㅇ디자인.영상물심의소위원회 수당 50,000원*8명*6회*0.8 1,920

국내여비(11-1221-121-202-01) 49,06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420,000원*93명 39,06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10,000,000원 10,000

국외여비(11-1221-121-202-03) 10,000

회의참석,자료수집등 공무국외출장여비 10,000,000원 10,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11-1221-121-203-01) 191,440

  ㅇ정무부시장 176,000,000원*1명 176,000

  ㅇ2급 9,000,000원*1명 9,000

  ㅇ4급 3,220,000원*2명 6,440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1221-121-203-03) 174,500

  ㅇ홍보기획 추진활동 1,000,000원*12회 12,000

  ㅇ매체별 기획홍보활동 추진 500,000원*2*12월 12,000

  ㅇ공보행정 업무추진비 1,500,000원 1,500

  ㅇ주요시책업무 추진활동 60,000,000원 60,000

  ㅇ홍보매체 개별자료수집 9,000,000원 9,000

  ㅇ서울시청방송운영 10,000,000원 10,000

  ㅇ영상물제작 및 인터넷운영 2,000,000원 2,000

  ㅇ캐릭터 사업추진 및 전광판홍보 9,000,000원 9,000

  ㅇ시정여론조사 기념품 8,000,000원 8,000

  ㅇ인터넷 운영 3,000,000원 3,000

  ㅇ새서울뉴스 경품 23,500,000원 23,500

  ㅇ어린이 새서울뉴스 경품 23,500,000원 23,500

  ㅇ클릭시청가족 경품 1,000,000원 1,000

기타업무추진비(11-1221-121-203-04) 235,500

  ㅇ직책급 업무 추진비 24,840

    .3급 (보조기관) 540,000원*1명*12월 6,480

    .4급 (보조기관) 315,000원*2명*12월 7,560

    .5급 (보조기관) 100,000원*9명*12월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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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직급 보조비 151,080

    . 2급 500,000원*1명*12월 6,000

    . 4급(계약직가급2) 300,000원*4명*12월 14,400

    . 5급(계약직나급1) 200,000원*10명*12월 24,000

    . 6급(계약직다급8) 130,000원*25명*12명 39,000

    . 7급(계약직라급13) 120,000원*29명*12월 41,760

    . 8 급(계약직마급1) 90,000원*3명*12월 3,240

    . 9급 90,000원*2명*12월 2,160

    . 기능7급 120,000원*1명*12월 1,440

    . 기능8급 90,000원*5명*12월 5,400

    . 기능9급 90,000원*10명*12 10,800

    . 기능10급 80,000원*3명*12월 2,880

  ㅇ 대민활동비(계약다급이하포함) 30,000원*78명*12월 28,080

  ㅇ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180

    .홍보과 (300,000원*12월)+(5,000원*32
명*12월)

5,520

    .보도과 (300,000원*12월)+(5,000원*1
명*12월)

3,66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62명*12월 22,320

일시사역인부임(11-1221-121-206-02) 10,140

  ㅇ저소득자녀 부업알선 13,000원*3명*260일 10,140

일반운영비(11-1222-121-201-01) 276,521

  ㅇ도서 및 자료구입 142,100

    .해외도서구입 150,000원*1종*12월 1,800

    .언론사 연감 등 구입 200,000원*11권 2,200

    .일간지 정기구독 10,000원*900부*12월 108,000

    .가판구독 10,000원*180부*12월 21,600

    .주간지 구독 2,500원*40부*52주 5,200

    .월간지 구독 11,000원*25부*12월 3,300

  ㅇ보도분석 31,080

    .인쇄비 7,940

      -언론사홍보 및 보도분석자료 410,000원*4회 1,640

      -출입기자 명단 4,000원*150부*5회 3,000

      -시정안내책자 제작 16,500원*200부 3,300

    .물품구입 17,118

      -신문 스크랩북 26,000원*50권 1,300

      -보도분석용품 등 350,000원*12월 4,200

      -보도분석 용지 등 (25,000원*350상자)+(17,000원
*50상자)+(13,000원*50상자)

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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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분석용 소모품 114,000원*12월 1,368

    .물품 수선 수리비 6,022

      -공기청정기 수리 383,000원*6대 2,298

      -환경개선 수리 662,000원*2회 1,324

      -기타 물품구입 및 수선수리 2,400

       =물품구입 450,000원*2회 900

       =수선수리 250,000원*6회 1,500

  ㅇ수수료 40,320

    .연합뉴스수수료 3,000,000원*12월 36,000

    .보도자료 송달수수료 10,000원*36회*12월 4,320

  ㅇ시정모니터실 운영 5,360

    .물품구입 5,360

      -모니터 녹음테이프 1,000원*50개*12월 600

      -녹화테이프(수퍼VHS) 5,000원*20개*12월 1,200

      -녹화테이프(VHS) 2,100원*50개*12월 1,260

      -VTR 수리 100,000원*13대 1,300

      -비디오 편집기 유지보수 1,000,000원*1조 1,000

  ㅇ사진실 운영 49,131

    .물품구입 39,731

      -정사진 재료 900,000원*12월 10,800

      -동사진 재료 24,989

        =테이프구매 30,000원*45개*12월 16,200

        =조명용품 800,000원*4회 3,200

        =충전용 밧데리팩 150,000원*15개 2,250

        =카메라헤드 2,000,000원*1개 2,000

        =사진봉투 등 1,339,000원*1회 1,339

      - 칼라프린터소모품(블랙토너등) 3,142,000원*1회 3,142

      -시정앨범 20,000원*40개 800

    .수리 및 보수비 2,800

      -VTR기자재 수리 100,000원*4대*4회 1,600

      -방송용편집기 유지보수비 1,200,000원*1조 1,200

    .수수료 6,600

      -필림현상 및 인화료 550,000원*12월 6,600

  ㅇ특별전송사진 수수료 6,370

    .미주,유럽,호주지역 1,820,000원*2컷*1회 3,640

    .아시아지역 1,365,000원*2컷*1회 2,730

  ㅇ공공요금 및 제세 2,160

    .PC통신수수료 40,000원*2종*12월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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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요금 100,000원*12월 1,2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1222-121-203-03) 198,500

  ㅇ주요시책 간담회 20,000원*75명*4회*12월 72,000

  ㅇ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 활동 103,500,000원 103,500

  ㅇ시정설명회 워크숍,세미나,체육행사등 3,000,000원*4회 12,000

  ㅇ계기성 홍보업무추진 11,000,000원 11,000

기타업무추진비(11-1222-121-203-04) 11,16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31명*12월 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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