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계획서

(회계년도 : 2003  본예산 확정) 2003-03-21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3
20032002 2004

2002

도시마케팅 -5921,2891,881

전략목표 1: 공동체 의식 함양 5005000

성과목표 1-1: 시민 참여 확산 5005000

-주요 타켓도시 서울 인지도 - 10% 인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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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목표 2: 대외적 서울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 -5767041,280

성과목표 2-1: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구축 -8324481,280

성과목표 2-2: 대외 홍보효과의 극대화 2562560

-프레스킷에 대한 만족도 - 75% 75% 프레스킷 만족도 조사

-시티매거진에 대한 인지도 ` 30% 35% 영문 시티매거진 발간

-서울슬로건 해외출원등록 - 1건이상 1건이상 서울슬로건 해외출원등록 활용 건수

전략목표 9: 일반예산 -51685601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51685601

도시마케팅





2003-01-10

도시마케팅 1,880,925 1,288,784 -592,141

공동체 의식 함양전략목표 : 0 500,000 500,000

시민 참여 확산성과목표 : 0 500,000 5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주요 타켓도시 서울 인지도 - 10% 인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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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2 서울브랜드 마케팅으로 서울사랑 확산 0 500,000 500,000

10,000(11-2161-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00원 10,000  ㅇ상표등록등

490,000(11-2161-220-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490,000,000원 490,000  ㅇ서울사랑 종합프로젝트

대외적 서울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전략목표 : 1,280,000 703,554 -576,446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구축성과목표 : 1,280,000 447,635 -832,365

성과지표 :  검증방법 :

0103 서울 영문뉴스「SEOUL NOW」웹사이트  운영 150,000 241,635 91,635

241,635(11-2161-220-307-05) 민간위탁금

241,635,000원 241,635  ㅇ컨텐츠구성 및 시스템관리

0110 외국어 표기개선 및「영문표기사전」웹사이트 보강 0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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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2161-122-201-01) 일반운영비

20,000,000원 20,000  ㅇ영문표기사전 기능보강

0111 "서울홍보물갤러리" 콘텐츠 보강 0 6,000 6,000

6,000(11-2161-122-201-01) 일반운영비

6,000,000원 6,000  ㅇ서울홍보물 갤러리 콘텐츠 보강

0113 외국언론매체에 대한 서울마케팅 전개 0 100,000 100,000

100,000(11-2161-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000원 100,000  ㅇ전문 PR사 활용 체계적 마케팅 추진

0114 효과적인 서울마케팅 전략방안 연구 0 80,000 80,000

80,000(11-2161-220-207-01) 학술용역비

80,000,000원 80,000  ㅇ효과적인 서울마케팅전략방안 연구

대외 홍보효과의 극대화성과목표 : 0 255,919 255,91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프레스킷에 대한 만족도 - 75% 75% 프레스킷 만족도 조사

시티매거진에 대한 인지도 ` 30% 35% 영문 시티매거진 발간

서울슬로건 해외출원등록 - 1건이상 1건이상 서울슬로건 해외출원등록 활용 건수

0108 외신 홍보물 제작 0 35,000 35,000

35,000(11-2161-122-201-01) 일반운영비

35,000,000원 35,000  ㅇ프레스킷 등 외신홍보물 제작

0109 영문 시티매거진 발간 0 111,600 111,600

111,600(11-2161-220-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111,600,000원 111,600  ㅇ영문메거진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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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서울 슬로건 해외 상표출원 0 109,319 109,319

109,319(11-2161-122-201-01) 일반운영비

10,931,884원*10건 109,319  ㅇ서울 슬로건 해외 상표출원

일반예산전략목표 : 600,925 85,230 -515,695

일반예산성과목표 : 600,925 85,230 -515,695

성과지표 :  검증방법 :

9902 기본경비 141,130 85,230 -55,900

68,030(11-2161-121-201-01) 일반운영비

10,000원*16명 160  ㅇ기본사무용품비

33,620  ㅇ인쇄비,홍보물 제작비

6,620,000원*1회 6,620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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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500부*2회 15,000    .업무편람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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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0  ㅇ위원회 참석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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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원*10명*10회 10,000    .자료수집비 등

1,500,000원 1,50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150  ㅇ행정장비 수리비

150,000원*1대 150    .잉크,도트

10,000(11-216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0원 10,000  ㅇ마케팅 추진 및 대외홍보

7,200(11-2161-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7,200  ㅇ직급보조비

200,000원*3명*12월 7,200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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