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계획서

(회계년도 : 2003  본예산 확정) 2003-03-21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3
20032002 2004

2002

공보관 -47112,04712,518

전략목표 1: 시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6384,6355,273

성과목표 1-1: 시정의 인지도 제고 -4133,1233,536

-출판물에 의한 매체인지도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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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0천명 10,000천명 11,000천명 서울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문자수 조사

-전광판 및 시정영상물 등을 통한 매체인지도 20% 24% 25% 전광판 및 영상물매체 인지도 조사

성과목표 1-2: 부서별 시정홍보지원 -2251,5121,737

-시정홍보물제작 심의요청 대비 수정의결 건수(심의
율)

98% 98% 98% 시정홍보물 제작 심의수정 의결건수 조사

전략목표 2: 시민의 시정관심 제고 -8979701,867

성과목표 2-1: 홍보체계의 대상별 특화 -8979701,867

-방문시민의 시정만족도 87% 88% 89% 방문시민 시정만족도 조사

-시각장애인의 점자 서울사랑 만족도 82% 83% 84% 시각장애인의 점자 서울사랑 만족도 조사

-시각장애인용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건수 400천명 400천명 420천명 시각장애인용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자수 조
사

-어린이 신문 내친구서울 만족도 82% 83% 84% 어린이 신문 내친구서울 제작실적 및 만족도

-버츄얼서울 게임만족도 55% 55% 55% 참여인원 만족도 조사

공보관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3
20032002 2004

2002

-클릭시청가족 접속자수 300천명 310천명 320천명 전년대비 접속자 수 조사

-서울시청 방송의 청취 만족도 77% 77% 78% 서울시청 방송 청취도 조사

-서울이야기수필 공모 응모건수 650건 660건 670건 서울이야기수필 공모 응모건수 조사

-서울이미지맵 그리기 공모 응모건수 350건 250건 260건 서울이미지맵 그리기 공모 응모건수

전략목표 3: 시민의견의 시정반영 4222218

성과목표 3-1: 시민여론 수렴 42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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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환류 비율 90%이상 90%이상 90%이상 여론조사 환류 건수 조사

-시정모니터  의견제출 건수 4,000건 4,000건 4,000건 모니터 의견제출 건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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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목표 4: 시정에 대한 보도 활성화 55411356

성과목표 4-1: 보도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제공 31168138

-보도기사 및 보도자료 전산입력 비율 100% 100% 100% 자료발생대비 입력건수 조사

-사진자료 전산입력 건수 10,000건 5,000건 5,000건 사진자료발생 대비 입력건수 조사

-보도자료의 제공 전년대비 비율(시정홍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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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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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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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인터뷰 회수 110건 110건 110건 언론 인터뷰 회수

공보관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3
20032002 2004

2002

-시정간행물 구독부수 900부 930부 950부 시정간행물 구독부수

-출입기자단 해외동행 기획취재 3회 2회 2회 기획취재 회수

전략목표 9: 일반예산 1,0065,8094,804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0065,8094,804

공보관





2003-01-10

공보관 12,518,009 12,047,468 -470,541

시민의 정보접근성 강화전략목표 : 5,273,300 4,635,068 -638,232

시정의 인지도 제고성과목표 : 3,536,300 3,123,068 -413,23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출판물에 의한 매체인지도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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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0천명 10,000천명 11,000천명 서울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문자수 조사

전광판 및 시정영상물 등을 통한 매체인지도 20% 24% 25% 전광판 및 영상물매체 인지도 조사

0101 서울시 인터넷 홍보망 운영 643,807 821,172 177,365

60,372(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40,372  ㅇ인터넷 홍보망 운영

48,000원*5단*12㎝*1.1*2개지*2회 12,672    .운영업체공모 광고

50,000원*2일*8명*2회 1,600    .심사위원 수당

700,000원*1식 700    .회의자료

400,000원*12월 4,800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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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00원*1식 15,000    .외국어 번역 및 감수비

200,000원*12월 2,400    .공CD등 전산소모품

20,000  ㅇ부가서비스 정보개발비

20,000,000원 20,000    .기타 정보이용료

645,800(11-1221-220-307-05) 민간위탁금

525,800  ㅇ인터넷 홍보망 위탁운영

525,800,000원 525,800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국어,영어,일어,중국어)

40,000,000원 40,000  ㅇ홈페이지 재구축 연구용역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회계년도 : 2003  본예산 확정)

1 공보관



80,000,000원 80,000  ㅇ자동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115,000(11-122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2,600  ㅇ인터넷 홍보망 운영시스템 보강

24,200,000원*2대 48,400    .미러링 웹서버(2eo)

24,200,000원*1대 24,200    .Web 서버

27,400,000원 27,400  ㅇ미러링 솔루션

15,000,000원 15,000  ㅇ업무용 소프트웨어

0202 시정종합 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1,380,511 837,216 -543,295

802,681(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50,000부*52면*11.45원*1.008*12회 360,098  ㅇ인쇄비

16,000,000원*12회 192,000  ㅇ편집기획

5,000,000원*12회 60,000  ㅇ원고료 등

115.83원*27,335건*12회 37,995  ㅇ발송료(DM)

124,588  ㅇ우편요금

247.5원*6,776건*12회 20,125    .1부

409.5원*19,970건*12회 98,133    .2부

895.5원*589건*12회 6,330    .5부

18,000  ㅇ사진촬영

750,000원*12월 9,000    .사진재료 구입

750,000원*12월 9,000    .사진현상 인화

10,000  ㅇ서울사랑 축쇄판 제작

6,600,000원 6,600    .편집기획

34,000원*100부 3,400    .인쇄비

13,800(11-1221-122-202-02) 월액여비

115,000원*10명*12월 13,800  ㅇ서울사랑 취재여비

20,735(11-122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280  ㅇ정사진기자재 구입

4,800,000원*1대*1.1 5,280    .핫셀브라드렌즈(30m/m)

15,455  ㅇ매킨토시 컴퓨터 시스템 교체

11,561,000원 11,561    .하드웨어

3,894,000원 3,894    .소프트웨어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 공보관



0207 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 49,136 98,700 49,564

50,7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46,900  ㅇ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

900,000원*24회 21,600    .베타캄테이프 복사 및 송달

40,000원*10개*12월 4,800    .베타캄테이프 구매

9,000,000원 9,000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S/W 업그레이드

6,700,000원 6,700    .소모품 구매 및 유지비

50,000원*4명*24회 4,800    .심의위원 수당

1,800,000원 1,800  ㅇ베타캄 테이프 복사 및 송달

2,000,000원 2,000  ㅇ영상소스 변환비

48,000(11-1221-122-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0,000원*1식 48,000  ㅇ영상소스변환시스템 구축

0210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793,000 793,000 0

793,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512,000  ㅇTV광고

224,000,000원 224,000    .이미지광고

288,000,000원 288,000    .캠페인광고

10,630,000원*20개사*1회 212,600  ㅇ일간지(20개)

3,300,000원*12회 39,600  ㅇ잡지(12회)

120,000원*4개사*30일*2회 28,800  ㅇ라디오(4개)

0219 서울관련 홍보영상물 제작 470,000 572,980 102,980

572,98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472,980  ㅇ주간시정홍보영상물 제작

9,000,000원*52편 468,000    .영상물제작

4,000,000원 4,000    .신문공고료

70,000원*7명*2회 980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0,000,000원 100,000  ㅇ전광판 및 PDP 컨텐츠 제작

부서별 시정홍보지원성과목표 : 1,737,000 1,512,000 -225,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3 공보관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시정홍보물제작 심의요청 대비 수정의결 건수(심의
율)

98% 98% 98% 시정홍보물 제작 심의수정 의결건수 조사

0208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1,630,000 1,512,000 -118,000

1,512,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538,000,000원 538,000  ㅇ책자(21건)

974,000,000원 974,000  ㅇ리플릿 등(32건)

시민의 시정관심 제고전략목표 : 1,866,838 970,196 -896,642

홍보체계의 대상별 특화성과목표 : 1,866,838 970,196 -896,642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방문시민의 시정만족도 87% 88% 89% 방문시민 시정만족도 조사

시각장애인의 점자 서울사랑 만족도 82% 83% 84% 시각장애인의 점자 서울사랑 만족도 조사

시각장애인용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건수 400천명 400천명 420천명 시각장애인용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자수 조사

어린이 신문 내친구서울 만족도 82% 83% 84% 어린이 신문 내친구서울 제작실적 및 만족도

버츄얼서울 게임만족도 55% 55% 55% 참여인원 만족도 조사

클릭시청가족 접속자수 300천명 310천명 320천명 전년대비 접속자 수 조사

서울시청 방송의 청취 만족도 77% 77% 78% 서울시청 방송 청취도 조사

서울이야기수필 공모 응모건수 650건 660건 670건 서울이야기수필 공모 응모건수 조사

서울이미지맵 그리기 공모 응모건수 350건 250건 260건 서울이미지맵 그리기 공모 응모건수

0102 서울홍보용게임 "버츄얼 서울" 보강 45,300 10,000 -35,300

10,000(11-1221-122-307-05) 민간위탁금

10,000,000원 10,000  ㅇ버추얼서울 게임 시정자료 갱신

0105 전자사보 클릭 시청가족 발간 46,500 46,500 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4 공보관



15,6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15,600  ㅇ클릭시청가족 발행

600,000원*2회*12월 14,400    .원고료

50,000원*2명*12월 1,200    .기획 및 편집

30,900(11-1221-220-307-05) 민간위탁금

2,575,000원*12월 30,900  ㅇ전자사보 운영(웹 디자인 등)

0204 서울홍보관 및 열린마당 모니터 운영 117,200 196,800 79,600

86,3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11,000  ㅇ서울 홍보관 물품구입

300,000원*12월 3,600    .테이프, 전산소모품 등

500,000원*10개 5,000    .빔프로젝트 램프교체

600,000원*4회 2,400    .청소용역 및 청소용품 구매

1,800  ㅇ음향, 영상, CCTV 등 장비수리

100,000원*6회 600    .음향장비 수리

100,000원*6회 600    .영상장비 수리

100,000원*6회 600    .CCTV 등 수리

250,000원*8명*2착 4,000  ㅇ홍보관요원 근무복

45,500  ㅇ전시물 제작 및 시설개선

1,000,000원*10개 10,000    .사진, 와이드칼라 교체

1,500,000원*17개 25,500    .전시패널 교체

10,000,000원*1식 10,000    .시설물 개보수

24,000  ㅇ열린마당 소모품

500,000원*8개*3회 12,000    .빔프로젝트 램프교체

40,000원*3개*12월 1,440    .베타캄 테이프(90분) 구입

20,000원*20개*12월 4,800    .공 DVD 구입

30,000원*5개*12월 1,800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테잎구매

3,960,000원*1식 3,960    .열린마당 모니터 유지보수비

19,200(11-1221-122-301-11) 기타보상금

19,200  ㅇ홍보관운영 자원봉사자실비보상

5,000원*8명*300일 12,000    .급식비

3,000원*8명*300일 7,200    .교통비

91,300(11-122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5 공보관



26,300  ㅇ서울홍보관 영상장비 구입

24,000,000원*1대 24,000    .빔 프로젝트

2,000,000원*1대 2,000    .영상물 방영용 전용PC

300,000원*1대 300    .영상 스크린판

65,000,000원*1대 65,000  ㅇ열린마당 모니터 동영상, 오디오 편집장비

0205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서울사랑 발간 115,686 97,227 -18,459

97,227(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78,027  ㅇ점자판 발행

240,000원*12월 2,880    .표지 디자인

80면*2,000부*37.8원*12월*1.0072 73,099    .인쇄비

85.3원*2,000부*12월 2,048    .봉투대

19,200  ㅇ테이프판 발행

900원*1,000개*12월 10,800    .테이프 및 복사비

180,000원*12월 2,160    .낭독료 및 편집비

520원*1,000개*12월 6,240    .점역비 및 인쇄비 등

0206 시정홍보 사진전시 60,000 60,000 0

60,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50,000  ㅇ복도 사진전시

350,000원*22개소*4회 30,800    .전시패널 제작

800,000원*12월 9,600    .사진재료 구입비

800,000원*12월 9,600    .사진현상료

10,000  ㅇ효자동사랑방 사진전시

1,000,000원*10면*1회 10,000    .패널 및 사진 교체

0211 서울이야기수필공모 79,000 79,000 0

54,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54,000  ㅇ서울이야기 수필 공모

15,000,000원 15,000    .홍보물 제작

20,000,000원 20,000    .작품집 발간

5,000,000원 5,000    .번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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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1,000    .시상식

6,000,000원 6,000    .신문공고

6,000,000원 6,000    .심사비

1,000,000원 1,000    .발송비

25,000(11-1221-122-301-11) 기타보상금

25,000  ㅇ서울이야기 수필공모 우수작 시상

3,000,000원*2편*1명 6,000    .최우수상

2,000,000원*2편*2명 8,000    .우수상

300,000원*2편*10명 6,000    .특선

100,000원*2편*20명 4,000    .입선

1,000,000원*1편*1명 1,000    .특별상

0213 서울시청 방송운영 66,120 70,270 4,150

63,27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13,870  ㅇ소모품 등 구입비

4,000원*15개*12월 720    .녹화테이프(VHS)

40,000원*15개*12월 7,200    .베타캄 테이프

(38,000원*30개)+(61,000원*10개) 1,750    .릴테이프

14,000원*300장 4,200    .음반구입비

500,000원*12월 6,000  ㅇ케이블TV 유지보수비

5,000,000원*1식 5,000  ㅇ시청방송제작 위탁수수료

800,000원*12월 9,600  ㅇ종합유선방송 수수료

28,800  ㅇ시청방송운영 출연료

50,000원*4회*12월 2,400    .대담출연료

70,000원*20회*12월 16,800    .외국어회화 강사료

40,000원*20회*12월 9,600    .리포터 출연료

7,000(11-122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0원*1식 7,000  ㅇ영상변환기 구입

0214 어린이 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335,632 340,399 4,767

316,949(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4,100,000원*9회 36,900  ㅇ기획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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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18  ㅇ인쇄비

340,000부*8면*6.7원*7회*1.008 128,589    .7개월

500,000부*8면*6.7원*2회*1.008 54,029    .2개월

3,600,000원*9회 32,400  ㅇ운송비

3,000,000원*9회 27,000  ㅇ원고료 등

1,290원*120명*9회 1,394  ㅇ경품방송 우편료

6,000원*1,500부 9,000  ㅇ어린이 기자수첩 발간

19,500  ㅇ내친구서울 모음집 발간

11,000,000원 11,000    .편집기획

4,000원*2,000부 8,000    .인쇄비

1,000원*500부 500    .우송료

347,000원 347  ㅇ우수 새서울 어린이기자 표창

5,000원*4종*12월 240  ㅇ어린이 관련 정보지 구독

7,550,000원 7,550  ㅇ새서울 어린이기자 위촉식

23,450(11-1221-122-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23,450,000원 23,450  ㅇ명예기자 현장탐방

0216 서울이미지 맵그리기 공모 95,000 70,000 -25,000

30,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5,000,000원 5,000  ㅇ선정위원 작품심사비

5,000,000원 5,000  ㅇ홍보물 제작비

10,000,000원 10,000  ㅇ공모작 매뉴얼작업

10,000,000원 10,000  ㅇ전시회 비용 등 기타

30,000(11-1221-122-301-11) 기타보상금

30,000  ㅇ서울이미지 맵공모 시상금

3,000,000*1명*2부문 6,000    .최우수상

2,000,000원*2명*2부문 8,000    .금상

500,000*5명*2부문 5,000    .은상

300,000*10명*2부문 6,000    .동상

5,000,000원 5,000    .인기상(에니메이션 4명)

10,000(11-1221-220-307-05) 민간위탁금

10,000  ㅇ이미지맵 네티즌평가 위탁

10,000,000원*1식 10,000    .웹에니메이션 네티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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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의 시정반영전략목표 : 218,428 222,155 3,727

시민여론 수렴성과목표 : 218,428 222,155 3,72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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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환류 비율 90%이상 90%이상 90%이상 여론조사 환류 건수 조사

시정모니터  의견제출 건수 4,000건 4,000건 4,000건 모니터 의견제출 건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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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1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88,663 91,463 2,800

91,463(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91,463  ㅇ시정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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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500부*1회 7,500    .시민여론모음집 인쇄

59,400    .전화, 면접 실사비

1,500원*1,000부*16회*1.1 26,400      -전화

5,000원*1,000부*6회*1.1 33,000      -면접

20,600원*4일*8명*22회 14,503    .입력, 검증원 등

50,000원*14명*4회 2,800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0203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119,765 118,692 -1,073

97,692(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97,692  ㅇ시정모니터 운영

9,488    .인쇄비

5,400원*1,000매*1.1 5,940      -위촉장

70원*1,000매*16회*1.1 1,232      -의견지

60원*1,000매*16회*1.1 1,056      -발신용 회신봉투

1,200원*1,050부 1,260      -오리엔테이션 교재 발간

40,000원*5단*12cm*2개지*1.1 5,280    .모니터 모집 신문공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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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0    .원고료

(50,000원*30건*5회)+(50,000원*5건*11회)

10,250      -우수의견 채택료

20,000원*30건*11회 6,600      -자유의견 채택료

(10,000원*400건*11회)+(10,000원*1,000명)

54,000      -의견제출자 답례품

240원*1,000건*11회*1.1 2,904    .DM발송 수수료

9,170,000원 9,170    .우편료

21,000(11-1221-122-301-09) 행사실비보상금

21,000  ㅇ현장모니터 운영

17,500원*4일*50명*6회 21,000    .현장모니터 실비보상

0223 심층집단면접 여론조사 10,000 12,000 2,000

12,000(11-1221-122-301-09) 행사실비보상금

12,000  ㅇ심층집단면접 여론조사

70,000원*5그룹*10명*2회 7,000    .토론자사례비

500,000원*5그룹*1명*2회 5,000    .진행자사례비

시정에 대한 보도 활성화전략목표 : 355,646 410,583 54,937

보도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제공성과목표 : 137,546 168,403 30,85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보도기사 및 보도자료 전산입력 비율 100% 100% 100% 자료발생대비 입력건수 조사

사진자료 전산입력 건수 10,000건 5,000건 5,000건 사진자료발생 대비 입력건수 조사

보도자료의 제공 전년대비 비율(시정홍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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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
체 등 자료활용건수 조사

0307 사진자료 DB관리 35,449 34,0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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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0(11-1222-122-201-01) 일반운영비

34,030  ㅇ정사진 전산시스템 현황 유지관리

278,023,000원*0.08*1.1 24,467    .전산장비

18,422,000원*0.15*1.1 3,040    .RDBMS(Oracle DB User)

27,030,000원*0.15*1.1 4,460    .정사진관리프로그램

12,500,000원*0.15*1.1 2,063    .보완 소프트웨어(IntraVerse)

0310 방송영상 및 정사진 자료 제공 102,097 134,373 32,276

56,212(11-1222-122-201-01) 일반운영비

56,212  ㅇ사진실 및 모니터실 물품구입

11,960    .사진실 정사진재료

900,000원*12월 10,800      -필름(네가.슬라이드),건전지

580,000원*2개 1,160      -디지탈 카메라 메모리(1GB)2개

28,992    .사진실 동사진재료

30,000원*45개*12월 16,200      -비디오테이프

800,000원*4회 3,200      -조명용품

150,000원*15회 2,250      -충전용 밧데리팩

2,000,000원*1회 2,000      -카메라 헤드

1,400,000원*1회 1,400      -사진봉투

20,000원*40개 800      -시정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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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    .사진실 수리 및 보수비

1,200,000원*1조 1,200      -방송용 편집기 유지보수비

100,000원*4대*4회 1,600      -VTR 기자재 수리

6,600    .사진실 수수료

550,000원*12월 6,600      -필름현상 및 인화료

3,060    .모니터실 소모품

1,000원*50개*12월 600      -녹음테이프

2,100원*50개*12월 1,260      -녹화테이프(V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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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    .모니터실 수리 및 보수비

200,000원*2회*4분기 1,600      -편집기 유지보수

100,000원*3회*4분기 1,200      -녹화기 및 녹음기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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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61(11-1222-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781  ㅇ정사진 기자재 구입

5,830,000원*1대 5,830    .Nikon Digital Camera DIH

2,365,000원*1개 2,365    .Nikon Lens(AF-S28-70 F2.8 ED)

2,255,000원*1개 2,255    .Nikon Lens(AF-S17-35 F2.8 ED)

495,000원*1개 495    .TC-20E2

418,000원*2개 836    .Nikon Flash(SB-80-DX)

61,000  ㅇ동사진 기자재 구입

18,000,000원*2대 36,000    .디지탈 비디오카셋트 레코더(DSR-2000)

25,000,000원*1set 25,000    .와이드 렌즈

380  ㅇ모니터실 기자재 구입

76,000원*5대 380    .카셋트라디오

5,000  ㅇ사진실 환경개선

5,000,000원*1식 5,000    . 편집장비 받침대 제작

공정보도 확보 및 보도의 효율화성과목표 : 218,100 242,180 24,08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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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건 110건 110건 언론 인터뷰 회수

시정간행물 구독부수 900부 930부 950부 시정간행물 구독부수

출입기자단 해외동행 기획취재 3회 2회 2회 기획취재 회수

0313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138,100 162,180 24,080

162,180(11-1222-122-201-01) 일반운영비

162,180  ㅇ시정보도 간행물구입

12,000원*930부*12월 133,920    .일간지 정기구독

12,000원*130부*12월 18,720    .가판 구독

3,000원*40부*52주 6,240    .주간지 구독

11,000원*25부*12월 3,300    .월간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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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시정홍보활동지원 80,000 80,000 0

80,000(11-1222-122-301-07) 민간인해외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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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예산전략목표 : 4,803,797 5,809,466 1,005,669

일반예산성과목표 : 4,803,797 5,809,466 1,005,669

성과지표 :  검증방법 :

9901 인건비 3,469,894 4,429,798 959,904

1,914,237(11-1221-110-101-01) 기본급

1,166,736  ㅇ일반직(63명)

 61,723,000원*1명*1.0029 61,902    . 2급(연봉제)

 2,062,700원*3명*12월*1.024 76,040    . 4급

 1,851,400원*12명*12월*1.024 273,001    . 5급

 1,549,000원*20명*12월*1.024 380,683    . 6급

 1,205,500원*22명*12월*1.024 325,891    . 7급

 881,400원*3명*12월*1.024 32,492    . 8급

 680,600원*2명*12월*1.024 16,727    . 9급

246,431  ㅇ기능직(20명)

1,373,900원*1명*12월*1.024 16,883    . 7등급

1,211,600원*5명*12월*1.024 74,441    . 8등급

944,600원*11명*12월*1.024 127,680    . 9등급

744,000원*3명*12월*1.024 27,427    . 10등급

42,934  ㅇ처우개선비

61,902,000원*0.029 1,796    .연봉제

50,000원*12월 600    .연봉제 교통수당 인상분

1,351,265,000원*0.03 40,538    .월급제

1,391,803,000원*1/12*200% 231,968  ㅇ기말수당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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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803,000원*1/12*1.95 226,168  ㅇ정근수당

510,425(11-1221-110-101-02) 수당

300,536  ㅇ시간외수당

239,194    . 일반직(59명)

7,641원*12명*52시간*12월*1.024 58,589      - 5급

6,483원*20명*52시간*12월*1.024 82,850      - 6급

5,818원*22명*52시간*12월*1.024 81,787      - 7급

5,213원*3명*52시간*12월*1.024 9,993      - 8급

4,675원*2명*52시간*12월*1.024 5,975      - 9급

61,342    . 기능직(20명)

5,818원*1명*52시간*12월*1.024 3,718      - 7등급

5,213원*5명*52시간*12월*1.024 16,655      - 8등급

4,675원*11명*52시간*12월*1.024 32,860      - 9등급

4,230원*3명*52시간*12월*1.024 8,109      - 10등급

300,536,000원*0.03 9,017  ㅇ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

25,376  ㅇ자녀학비 보조수당

45,300원*83명*0.17*2/3*4회 1,705    . 중학교1-2학년

189,900원*83명*0.17*1/3*4회 3,573    . 중학교 3학년

336,300원*83명*0.18*4회 20,098    . 고등학교

55,279  ㅇ가족수당

30,000원*83명*0.81*12월 24,203    . 배우자

20,000원*83명*1.56*12월 31,076    . 기타가족

81,120  ㅇ장기 근속수당

130,000원*13명*12월 20,280    . 25년 이상

110,000원*17명*12월 22,44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16명*12월 15,360    . 15년 - 20년 미만

60,000원*22명*12월 15,84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12명*12월 7,200    . 5년 - 10년 미만

2,856  ㅇ특수업무수당

50,000원*3명*12월 1,800    . 전산수당(3년이상)

30,000원*1명*12월 360    . 전산수당(1-3년)

14,000원*2명*12월 336    . 장려수당(통신)

15,000원*2명*12월 360    . 전기안전관리보조원수당

78,321,200원*10% 7,833  ㅇ관리업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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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803,000원*0.31*0.06 25,888  ㅇ대우수당

30,000원*7명*12월 2,520  ㅇ모범공무원 수당

814,614(11-1221-110-101-03) 기타직보수

805,614  ㅇ 계약직(25명,현원)

683,094    . 급여

62,583,000원*1명*1.0229 64,017      - 가급

29,694,000원*1명*1.0229 30,374      - 나급

27,519,000원*9명*1.0229 253,343      - 다급(9명)

23,213,000원*12명*1.0229 284,935      - 라급(12명)

24,648,000원*2명*1.0229 50,425      - 마급

683,094,000원*0.029 19,810    . 처우개선비

102,710    . 수당

683,094,000원*1/12*0.6*0.5*1.5/192*52시간*12월

83,253      - 시간외 근무수당

83,253,000원*0.029 2,415      -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13,080      - 가족수당

30,000원*0.66*25명*12월 5,940        = 배우자

20,000원*1.19*25명*12월 7,140        = 기타가족

3,962      - 자녀학비 보조수당

45,300원*0.10*25명*2/3*4회 302        = 중학교1-2학년

189,900원*0.10*25명*1/3*4회 633        = 중학교 3학년

336,300원*0.09*25명*4회 3,027        = 고등학교

9,000  ㅇ교통비 인상분

40,000원*2명*12월 960    . 가급-나급

30,000원*21명*12월 7,560    . 다급-라급

20,000원*2명*12월 480    . 마급

778,404(11-1221-110-204-01) 복리후생비

90,000원*108명*12월 116,640  ㅇ정액급식비

100,000원*83명*12월 99,600  ㅇ교통비

1,391,803,000원*1/12*150% 173,976  ㅇ명절휴가비

98,229  ㅇ연가보상금

766,602,000원*0.55*1/12*1/24*20일*0.78 22,839    . 연봉제

1,391,803,000원*1/12*1/24*20일*0.78 75,390    . 월급제

289,959  ㅇ가계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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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803,000원*1/12*250% 289,959    . 일반대상자

66,111(11-1221-110-303-01) 포상금

1,391,803,000원*1/12*0.57 66,111  ㅇ성과상여금

279,956(11-1221-110-304-01) 연금부담금

184,785  ㅇ연금 부담금

766,602,000원*0.73*7.419% 41,519    . 연봉제

1,931,059,000원*7.419% 143,266    . 월급제

88,570  ㅇ퇴직수당

766,602,000원*0.73*3.556% 19,901    . 연봉제

1,931,059,000원*3.556% 68,669    . 월급제

6,601  ㅇ재해보상부담금

766,602,000원*0.73*0.265% 1,483    . 연봉제

1,931,059,000원*0.265% 5,118    . 월급제

66,051(11-1221-110-304-02) 국민건강보험금

66,051  ㅇ 건강보험 부담금

766,602,000원*1.185% 9,085    . 연봉제

3,138,599,000원*1.815% 56,966    . 봉급제

9902 기본경비 1,333,903 1,379,668 45,765

330,014(11-1221-121-201-01) 일반운영비

52,240  ㅇ공통기본경비

240,000원*108명 25,920    .기본업무추진급량비

(10,000원*88명)+(3,000원*20명) 940    .기본사무용품비

5,000원*108명 540    .소규모수선비

30,000원*88명 2,640    .기본사무용종이

50,000원*12팀 600    .도서구입비

400,000원*54대 21,600    .행정장비 수리비(복사기7,프린터기43)

9,510,000원+1,500,000원 11,01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235,844  ㅇ간행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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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174    .시보발간

13.6원*170면*1,200부*72회 199,757      -시보인쇄

3,417      -시보 우송료 및 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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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원*130건*72회)+(170원*130건*72회)

26,600  ㅇ업무보고서 및 회의자료 발간

3,000원*100부*12회 3,600    .회의자료

(50,000원*100부)+(10,000원*100부*8회) 13,000    .시의회 자료

10,000,000원*1회 10,000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50,000원*15명*4회*0.8 2,400  ㅇ상징물관리위원회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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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60(11-1221-121-202-01) 국내여비

420,000원*108명 45,36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11,50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10,000,000원 10,000    .취재기자 여비등

1,500,000원 1,500    .도시마케팅

194,660(11-122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6,000,000원*1명 176,000  ㅇ정무부시장

9,000,000원*1명 9,000  ㅇ2급

3,220,000원*3명 9,660  ㅇ4급

168,500(11-122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원*3*12월 18,000  ㅇ매체별 기획홍보활동 추진

1,500,000원 1,500  ㅇ공보행정 업무추진비

60,000,000원 60,000  ㅇ주요시책업무 추진활동

9,000,000원 9,000  ㅇ홍보매체 개별자료수집

10,000,000원 10,000  ㅇ서울시청방송운영

2,000,000원 2,000  ㅇ영상물제작 및 인터넷운영

9,000,000원 9,000  ㅇ캐릭터 사업추진 및 전광판홍보

8,000,000원 8,000  ㅇ시정여론조사 기념품

3,000,000원 3,000  ㅇ인터넷 운영

23,500,000원 23,500  ㅇ서울사랑 경품

23,500,000원 23,500  ㅇ어린이 내친구서울 경품

1,000,000원 1,000  ㅇ클릭시청가족 경품

318,720(11-1221-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34,200  ㅇ직책급 업무 추진비

600,000원*1명*12월 7,200    .3급 (보조기관)

350,000원*3명*12월 12,600    .4급 (보조기관)

100,000원*12명*12월 14,400    .5급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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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20  ㅇ직급 보조비

650,000원*1명*12월 7,800    . 2급

400,000원*4명*12월 19,200    . 4급(계약직가급1)

250,000원*13명*12월 39,000    . 5급(계약직나급1)

155,000원*29명*12명 53,940    . 6급(계약직다급9)

140,000원*35명*12월 58,800    . 7급(계약직라급12)

105,000원*4명*12월 5,040    . 8급(계약직마급2)

105,000원*3명*12월 3,780    . 9급

140,000원*1명*12월 1,680    . 기능7급

105,000원*5명*12월 6,300    . 기능8급

105,000원*11명*12 13,860    . 기능9급

95,000원*3명*12월 3,420    . 기능10급

30,000원*91명*12월 32,760  ㅇ대민활동비(계약다급이하포함)

12,660  ㅇ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00원*12월)+(5,000원*30명*12월) 5,400    .홍보과

(300,000원*12월)+(5,000원*1명*12월) 3,660    .보도과

300,000원*12월 3,600    .도시마케팅

30,000원*73명*12월 26,28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364(11-1221-121-206-02) 일시사역인부임

16,800원*3명*285일 14,364  ㅇ저소득자녀 부업알선

87,890(11-1222-121-201-01) 일반운영비

4,000  ㅇ도서 및 자료구입

150,000원*1종*12월 1,800    .해외도서구입

200,000원*11권 2,200    .언론사 연감 등 구입

31,080  ㅇ보도분석

7,940    .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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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150부*5회 3,000      -출입기자 명단

16,500원*200부 3,300      -시정안내책자 제작

17,118    .물품구입

26,000원*50권 1,300      -신문 스크랩북

350,000원*12월 4,200      -보도분석용품 등

(25,000원*350상자)+(17,000원*50상자)+(13,000원*50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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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2    .물품 수선 수리비

383,000원*6대 2,298      -공기청정기 수리

662,000원*2회 1,324      -환경개선 수리

2,400      -기타 물품구입 및 수선수리

450,000원*2회 900       =물품구입

250,000원*6회 1,500       =수선수리

44,280  ㅇ수수료

3,000,000원*12월 36,000    .연합뉴스수수료

10,000원*36회*12월 4,320    .보도자료 송달수수료

330,000원*12월 3,960    .맞춤뉴스수수료

6,370  ㅇ특별전송사진 수수료

1,820,000원*2컷*1회 3,640    .미주,유럽,호주지역

1,365,000원*2컷*1회 2,730    .아시아지역

2,160  ㅇ공공요금 및 제세

40,000원*2종*12월 960    .PC통신수수료

100,000원*12월 1,200    .전보요금

197,500(11-122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원*75명*4회*12월 72,000  ㅇ주요시책 간담회

103,500,000원 103,500  ㅇ주요시책 보도업무추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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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원 10,000  ㅇ계기성 홍보업무추진

11,160(11-1222-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30,000원*31명*12월 11,16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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