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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계획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도시마케팅 1,801 1,801

전략목표 1: 대외적 서울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 1,200 1,200

성과목표 1-1: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구축 1,000 1,000

-주요 타켓도시 서울 인지도 - 10% 인지도 조사

-마케팅 사이트에 대한 만족도 - 65% 마케팅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성과목표 1-2: 대외 홍보효과의 극대화 200 200

-홍보자료 전시회 관람객수 - 10,000명 전시회 관람객수 조사

-서울 홍보 기념품에 대한 만족도 - 65% 기념품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전략목표 9: 일반예산 601 601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601 601

도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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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800,925 1,800,925- 도시마케팅

전략목표 : 대외적 서울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

0 1,200,000 1,200,000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구축성과목표 : 0 1,000,000 1,0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주요 타켓도시 서울 인지도 인지도 조사- 10%

마케팅 사이트에 대한 만족도 마케팅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조사- 65%

0101 월드컵계기 전략국가 대상 통합 해외마케팅 700,000 700,000

민간위탁금(11-2161-220-307-05) 700,000

  ㅇ국제PR회사 활용 월드컵 출전국 및 전략적
관광시장 확보

700,000,000원 700,000

0102 국제행사,회의,박람회등을 활용한 마케팅추진 150,000 150,000

민간위탁금(11-2161-220-307-05) 150,000

  ㅇ마케팅프로그램 운용 50,000,000원*3회 150,000

0103 외신기자 대상 「서울뉴스 」웹사이트 구축
운영

150,000 150,000

민간위탁금(11-2161-220-307-05) 150,000

  ㅇ온라인 영문뉴스레터 제작 발송 150,000

    .취재전문사이트 운영 100,000,000원*1식 100,000

    .이메일뉴스레터 제작 발송 50,000,000원*1식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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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홍보효과의 극대화성과목표 : 0 200,000 2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홍보자료 전시회 관람객수 전시회 관람객수 조사- 10,000명

서울 홍보 기념품에 대한 만족도 기념품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65%

0105 민간제작 우수홍보자료 제작지원 100,000 100,000

일반운영비(11-2161-122-201-01) 100,000

  ㅇ민간제작우수 홍보물 지원 2,500원*10,000부*4월 100,000

0106 서울홍보기념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활용 100,000 100,000

일반운영비(11-2161-122-201-01) 100,000

  ㅇ디자인 개발 활용 100,000,000원*1식 100,000

전략목표 : 일반예산 0 600,925 600,925

일반예산성과목표 : 0 600,925 600,925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9901 인건비 459,795 459,795

기본급(11-2161-110-101-01) 251,193

  ㅇ봉급 174,288

    .일반직(10명) 1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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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1,847,500원*1명*12월*1.029 22,813

      -5급 1,636,700원*2명*12월*1.029 40,420

      -6급 1,387,400원*2명*12월*1.029 34,264

      -7급 1,079,700원*5명*12월*1.029 66,661

    .기능직(1명) 10,130

      -9급 820,300원*1명*12월*1.029 10,130

  ㅇ처우개선비(월급제) 174,288,000원*0.085 14,815

  ㅇ기말수당 189,103,000원*1/12*200% 31,518

  ㅇ정근수당 189,103,000원*1.94/12 30,572

수당(11-2161-110-101-02) 68,782

  ㅇ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189,103,000원*0.31*6% 3,518

  ㅇ장기근속수당 11,760

    .25년이상 130,000원*2명*12월 3,120

    .20년이상 25년미만 110,000원*3명*12월 3,960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2명*12월 1,920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3명*12월 2,160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1명*12월 600

  ㅇ시간외근무수당 39,253

    .일반직(9명) 32,978

      -5급 6,844원*52시간*2명*12월
*1.029

8,790

      -6급 5,807원*52시간*2명*12월
*1.029

7,458

      -7급 5,211원*52시간*5명*12월
*1.029

16,730

    .기능직(1명) 2,689

      -9급 4,187원*52시간*1명*12월
*1.029

2,689

    .처우개선비(일반대상자) 42,183,000원*0.085 3,586

  ㅇ자녀학비보조수당 4,128

    .중학교 176,525원*11명*0.18*4회 1,399

    .고등학교 310,025원*11명*0.20*4회 2,729

  ㅇ가족수당 7,287

    .배우자 30,000원*11명*0.8*12월 3,168

    .기타가족 20,000원*11명*1.56*12월 4,119

  ㅇ관리업무수당 24,753,000원*10% 2,476

  ㅇ모범공무원수당 30,000*1명*12월 360

복리후생비(11-2161-110-204-01) 89,160

  ㅇ정액급식비 80,000원*11명*12월 1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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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교통보조비 100,000원*11명*12월 13,200

  ㅇ명절휴가비 189,103,000원*1/12*100% 15,759

  ㅇ연가보상금 189,103,000원*1/12*1/24*20일
*0.78

10,244

  ㅇ가계지원비 189,103,000원*1/12*250% 39,397

포상금(11-2161-110-303-01) 8,668

  ㅇ성과상여금 189,103,000원*1/12*55% 8,668

연금부담금(11-2161-110-304-01) 36,552

  ㅇ연금부담금 262,953,000원*10.5% 27,611

  ㅇ퇴직수당부담금 262,953,000원*3.1% 8,152

  ㅇ재해보상부담금 262,953,000원*0.3% 789

의료보험금(11-2161-110-304-02) 5,440

  ㅇ의료보험부담금 319,975,000원*1.7% 5,440

9902 기본경비 141,130 141,130

일반운영비(11-2161-121-201-01) 73,910

  ㅇ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13명 130

  ㅇ기본사무용품 종이류 30,000원*13명 390

  ㅇ인쇄비,홍보물 제작비 33,620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6,620,000원*1회 6,620

    .각종회의 및 의회자료 15,000원*100부*8회 12,000

    .업무편람 발간 등 15,000원*500부*2회 15,000

  ㅇ도서구입비 50,000원*3팀 150

  ㅇ광고료 등(전시기획광고) 40,000원*5단*10cm*3회*1.1 6,600

  ㅇ소규모 수선비 50,000원*13명 650

  ㅇ위원회 참석수당 26,000

    .서울홍보 전시기획 자문단 운영수당 50,000원*8명*4회*10월 16,000

    .자료수집비 등 100,000원*10명*10회 10,000

  ㅇ기본업무추진급량비 240,000원*13명 3,12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1,500,000원 1,500

  ㅇ행정장비 수리비 1,750

    .복사기1, 프린트3 400,000원*4대 1,600

    .잉크,도트 150,000원*1대 150

국내여비(11-2161-121-202-01) 6,96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420,000원*13명 5,46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1,500,000원 1,500

국외여비(11-2161-121-202-03)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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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회의참석,자료수집등 공무국외출장여비 6,000,000원 6,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11-2161-121-203-01) 3,220

  ㅇ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20

    .4급 3,220,000원*1명 3,2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2161-121-203-03) 11,000

  ㅇ마케팅 추진 및 대외홍보 11,000,000원 11,000

기타업무추진비(11-2161-121-203-04) 36,660

  ㅇ직책급업무추진비 7,380

    .4급 315,000원*1명*12월 3,780

    .5급 100,000원*3명*12월 3,600

  ㅇ직급보조비 23,640

    .4급 300,000원*1명*12월 3,600

    .5급 200,000원*3명*12월 7,200

    .6급 130,000원*2명*12월 3,120

    .7급 120,000원*6명*12월 8,640

    .9급 90,000원*1명*12월 1,08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000원*12월 2,4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대민활동비) 30,000원*9명*12월 3,240

일시사역인부임(11-2161-121-206-02) 3,380

  ㅇ저소득자녀 부업알선 13,000원*1인*260일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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