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5
20052004 2006

2004

홍보기획관 1,24912,495 11,246

전략목표 1: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서울위상 제고 -4594,715 5,173

성과목표 1-1: 주요시책사업의 홍보기획기능 강화로 홍보효과 제고 2862,591 2,305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횟수 28건 39건 39건 신문,방송,잡지등 시정광고 횟수확인

-시정간행물 디자인 및 영상물 심의 의결건수 250건 250건 250건 간행물심의요청대비 심의의결 건수 확인

-주요시책사업의 홍보기획 기능강화로 홍보효과 제
고

6 6 6 수립건수 확인

-심의결과 개선·보완 건수 50건 50건 개선·보완건수 확인

성과목표 1-2: 뉴미디어 활용 홍보확대로 시정홍보효과 극대화 -569552 1,121

-하이서울 뉴스 발행횟수 200회 200회 200회 발행횟수 확인

-전광판 및 PDP 표출건수 200건 210건 220건 표출건수 확인

-시정주요사항 홍보콘텐츠 제공건수 220건 240건 260건 제공건수 확인

-영상물제작 지원건수 56건 3건 4건 제작 지원건수 확인

성과목표 1-3: 홍보타겟의 다양화로 실질적 시정홍보 달성 -1761,571 1,748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이용자 만족도 75% 77%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이용자 만족도 84% 85% 86%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점자 ' 서울사랑'이용자 만족도 83% 83% 83%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주부대상 시정홍보콘텐츠 제공횟수 260건 270건 280건 콘텐츠 제공횟수 확인

-서울홍보관 이용자 만족도 89% 90% 9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홍보기획관1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5
20052004 2006

2004

전략목표 2: 세계일류도시 서울이미지 제고 1,6163,177 1,561

성과목표 2-1: 청계천준공을 계기로 한 서울장소마케팅 강화 8801,300 420

-복원 준공기념식 계획수립 행사실행 단계별 진행사항

-복원기념 국제회의 계획수립 행사실행 단계별 진행사항

-환경메세지 발표 초청섭외 행사실행 단계별 진행사항

-기념품 제작·배포 배포 배포확인

-홍보현수막 설치 설치 설치확인

-배너기 설치 설치 설치확인

성과목표 2-2: 해외홍보마케팅 강화로 서울이미지 확산 9901,175 185

-시정설명회, Press Tour 실시 수 3회 3회 3회 개최건수 확인

-미디어홍보 및 기사 게재 수 3회 3회 3회 게재건수 확인

-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개발 및 정보 업데이트 수 1,900회 2,100회 2,100회 업데이트 수 확인

-해외 네트워크 구축건수 3건 4건 4건 건수 확인

-외국어홈페이지 방문자수 140만명 150만명 방문횟수 확인

-중국어표기 D/B자료 정비건수 100건 400건 400건 정비건수 확인

-영문표기사전 방문자수 210천명 270천명 280천명 방문자수 확인

-라이트박스 설치건수 5개소 5개소 5개소 설치건수 확인

성과목표 2-3: 문화 ·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서울브랜드 이미지 제고 -317399 716

-연고구단과 스포츠마케팅 건수 4회 8회 10회 실시건수 확인

-게임산업 후원·공동개최 건수 4회 4회 4회 개최건수 확인

-서울이미지 해외홍보 횟수 1,500회 800회 900회 홍보횟수 확인

-서울이야기 공모(응모)건수 670건 690건 720건 응모건수 확인

-영문잡지 SEOUL 발행부수 102천부 120천부 120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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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5
20052004 2006

2004

성과목표 2-4: 서울컨벤션산업 지원강화로 도시마케팅 촉진 63303 240

-(사)서울컨벤션뷰로 운영지원건수 15건 20건 지원건수 확인

전략목표 3: 시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36302 338

성과목표 3-1: 시민의견수렴을 통한 시책사업 효율성 제고 -36256 291

-시정여론조사 실시 28건 28건 28건 시정여론조사 및 집단면접 실시횟수 확인

-시정모니터 운영결과 반영률 70% 72% 73% 반영률 확인(%)

성과목표 3-2: 서울사랑 커뮤니티 활성화 047 47

-시정홍보대사 참여횟수 30회 30회 35회 홍보대사 참여횟수 확인

-시책관련 인터넷동호회 개설 운영건수 5건 5건 5건 인터넷동호회 개설 및 운영건수 확인(50인 
이상)

-서울사랑커뮤니티 활동 지원건수 4건 4건 4건 커뮤니티활동 지원건수 확인

전략목표 9: 일반예산 1274,301 4,173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274,301 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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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홍보기획관 11,245,865 12,494,844 1,248,979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서울위상 제고전략목표 : 5,173,409 4,714,568 -458,841

주요시책사업의 홍보기획기능 강화로 홍보
효과 제고

성과목표 : 2,305,000 2,591,406 286,40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횟수 28건 39건 39건 신문,방송,잡지등 시정광고 횟수확인

시정간행물 디자인 및 영상물 심의 의결건수 250건 250건 250건 간행물심의요청대비 심의의결 건수 확인

주요시책사업의 홍보기획 기능강화로 홍보효과 제고 6 6 6 수립건수 확인

심의결과 개선·보완 건수 50건 50건 개선·보완건수 확인

0208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1,512,000 1,500,000 -12,000

1,500,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140,000,000원 140,000  ㅇ영상물 2건  

400,000,000원 400,000  ㅇ책자  10건  

960,000,000원 960,000  ㅇ리플렛등 35건  

0210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793,000 988,665 195,665

988,665(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472,553  ㅇTV광고(3개방송사)  

80,000,000원*1 80,000    ·제작비  

2,077,000*0.7*30일*3월*3사 392,553    ·광고료  

10,620,000원*16개사*1회*1.1 186,912  ㅇ일간지(16개사)  

3,000,000원*15회*1.1 49,500  ㅇ잡지(15회)  

25,200  ㅇ라디오(4개사)  

70,000원*3회*30일*1월*4사 25,200    ·광고료  

254,500  ㅇ뉴미디어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1 홍보기획관



5,000,000원*2사*6월*1.1 66,000    ·인터넷신문  

20,000,000원*1회*1.1 22,000    ·모바일광고  

15,000,000천원*1월*1.1 16,500    ·영화관광고  

150,000,000원*1식 150,000    ·민간웹사이트활용시정홍보  

0226 서울특별시보 발행 0 102,741 102,741

102,741(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102,741  ㅇ서울특별시보 인쇄(200부/1회))  

210면*(5,025+118*15)*72회 102,741    ·시보인쇄비용(50부기본 5,025원)  

뉴미디어 활용 홍보확대로 시정홍보효과 
극대화

성과목표 : 1,120,564 551,785 -568,77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하이서울 뉴스 발행횟수 200회 200회 200회 발행횟수 확인

전광판 및 PDP 표출건수 200건 210건 220건 표출건수 확인

시정주요사항 홍보콘텐츠 제공건수 220건 240건 260건 제공건수 확인

영상물제작 지원건수 56건 3건 4건 제작 지원건수 확인

0101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시정홍보 181,520 194,420 12,900

181,24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79,160  ㅇ통합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19,360,000원 19,360    ·홍보이벤트  

56,000,000원 56,000    ·홍보콘텐츠 제작 및 이용  

70,000원*2일*10명 1,400    ·심사위원수당  

2,400,000원 2,400    ·전산소모품 구입  

75,080  ㅇ인터넷신문"하이서울뉴스"발행  

20,000,000 20,000    ·부가서비스 정보이용료  

20,000원*5편*20일*12월 24,000    ·시민기자 운영원고료  

7편*100,000원*2주*12개월 16,800    ·전문가 원고료  

50,000원*7명*2회*12월 8,400    ·기획편집자문회의 온라인자문수당  

70,000원*7명*1회*12월 5,880    ·기획편집자문회의 오프라인회의수당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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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  ㅇ서울사랑 커뮤니티 운영  

10,000,000 10,000    ·이벤트  

20,000원*50개동호회*2회 2,000    ·시삽간담회  

1,500원*10,000개 15,000    ·홍보기념품  

8,280(11-1221-122-202-02) 월액여비

8,280  ㅇ인터넷신문"하이서울뉴스"발행  

115,000원*6명*12월 8,280    ·취재여비  

4,900(11-1221-122-301-11) 기타보상금

4,900  ㅇ인터넷 신문"하이서울뉴스"발행  

4,900    ·시민기자 운영(시상금)  

1명*200,000원*12월 2,400      -매월 우수기자  

5명*500,000원 2,500      -년말 시상  

0207 전광판 및 지하철 영상시설 활용 시정홍보 95,900 72,200 -23,700

65,2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40,200  ㅇ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  

18,600,000원 18,600    ·베타캄테이프 복사 및 송달  

40,000원*10개*12월 4,800    ·베타캄테이프 구매  

5,000,000원*1 5,000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S/W 업그레이드  

6,600,000원*1 6,600    ·소모품 구매 및 유지비  

5,200,000원 5,200    ·전광판 심의위원 수당  

25,000,000원 25,000  ㅇ주요행사 전광판및 PDP/LCD송출비  

7,000(11-1221-122-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  ㅇ전광판 제작관련 장비구매  

7,000,000원*1회 7,000    ·전광판 제작관련 장비  

0213 서울시청 방송운영 80,350 86,670 6,320

73,67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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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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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30개*12월) 720    ·오디오테이프 구입  

(1,000원*30개*12월) 360    ·공CD 구입  

13,000원*240장 3,120    ·음반구입비  

500,000원*12월 6,000  ㅇ케이블TV 유지보수비  

500,000원*12월 6,000  ㅇ청내방송설비유지보수비  

5,000,000원*1식 5,000  ㅇ시청방송제작 위탁수수료  

800,000원*12월 9,600  ㅇ종합유선방송수수료,CNN시청료  

33,200  ㅇ시청방송운영 출연료  

50,000원*8회*12월 4,800    ·대담출연료  

70,000원*20회*12월 16,800    ·외국어회화 강사료  

40,000원*20회*12월 9,600    ·리포터 출연료  

500,000원*4회 2,000    ·특강료  

13,000(11-122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  ㅇ청내방송장비 구입비  

7,000,000원*1식 7,000    ·음향장비 1식  

6,000  ㅇCATV변조기 구매  

300,000원*20대 6,000    ·CATV변조기  

0219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 762,794 198,495 -564,299

198,495(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182,100  ㅇ시정영상 컨텐츠 제작  

60,000,000원*3회 180,000    ·시정영상컨텐츠 제작  

100,000원*7명*3회 2,100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6,395  ㅇ영상물 D/B 시스템 관리운영  

119,000,000원*10% 11,900    ·S/W(동영상관리프로그램*10%)  

56,180,000원*8% 4,495    ·전산장비유지보수료(8%)  

홍보타겟의 다양화로 실질적 시정홍보 달
성

성과목표 : 1,747,845 1,571,377 -176,46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이용자 만족도 75% 77% 8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이용자 만족도 84% 85% 86%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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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 서울사랑'이용자 만족도 83% 83% 83%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주부대상 시정홍보콘텐츠 제공횟수 260건 270건 280건 콘텐츠 제공횟수 확인

서울홍보관 이용자 만족도 89% 90% 90%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0202 시정종합 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1,060,792 859,823 -200,969

843,163(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120,000  ㅇ편집기획  

10,000,000원*12회 120,000    ·편집,기획비  

36,000  ㅇ원고료 등  

3,000,000원*12회 36,000    ·원고료등  

484,324  ㅇ인쇄비  

70,000부*52면*11.0원*1.008*12회 484,324    ·인쇄비  

28,800  ㅇ발송료(DM)  

60원*40,000건*12회 28,800    ·발송료(DM)  

156,039  ㅇ우편요금  

460원*0.42*30000건*12회 69,552    ·1부  

730원*0.42*17,000건*12회 62,547    ·2부  

1,000원*0.45*700건*12회 3,780    ·3부  

2,000원*1.0*200건*12회 4,800    ·소포  

3,200원*1.0*400건*12회 15,360    ·해외  

18,000  ㅇ사진촬영  

900,000원*12월 10,800    ·사진재료 구입  

600,000원*12월 7,200    ·사진현상 인화  

9,660(11-1221-122-202-02) 월액여비

115,000원*7명*12월 9,660  ㅇ서울사랑 취재여비  

7,000(11-122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  ㅇ사진자료관리 장비구입  

7,000,000원*1대 7,000    ·필림스캐너  

0204 서울홍보관 및 열린마당 모니터 운영 175,000 168,440 -6,560

61,8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6,000  ㅇ서울 홍보관 물품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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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12월 1,800    ·테이프, 전산소모품 등  

500,000원*6개 3,000    ·빔프로젝트 램프교체  

600,000원*2회 1,200    ·청소용역 및 청소용품 구매  

2,000  ㅇ민원대기석 정기간행물 구독  

100,000원*20종 2,000    ·민원대기석 정기간행물 구독  

20,000  ㅇ홍보패널 교체  

10,000,000원*2회 20,000    ·홍보패널교체  

5,800  ㅇ음향, 영상, CCTV 등 장비수리  

100,000원*6회 600    ·음향장비 수리  

100,000원*6회 600    ·영상장비 수리  

100,000원*6회 600    ·CCTV 등 수리  

4,000,000원*1대 4,000    ·영상PDP 수리  

250,000원*8명*2착 4,000  ㅇ홍보관요원 근무복  

24,000  ㅇ열린마당 모니터 소모품  

500,000원*8개*3회 12,000    ·LCD프로젝트 램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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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원*10개*12월 2,400    ·베타캄 테이프(30분) 구입  

10,000원*20개*12월 2,400    ·공 DVD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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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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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40(11-1221-122-301-11) 기타보상금

16,640  ㅇ홍보관운영 자원봉사자실비보상  

5,000원*8명*260일 10,400    ·급식비  

3,000원*8명*260일 6,240    ·교통비  

90,000(11-122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ㅇ서울홍보관 영상장비 구입  

40,000,000원*1식 40,000    ·음향장비 1식  

50,000  ㅇ열린마당 영상장비구입  

15,000,000원 15,000    ·Logo Generator  

15,000,000원 15,000    ·송출용저장장치  

20,000,000원 20,000    ·Prompter-system  

0205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서울사랑 발간 101,991 101,415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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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5(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77,415  ㅇ점자판 발행  

80면*2,000부*40원*12월*1.008 77,415    ·인쇄비  

200,000원*12회 2,400  ㅇ원고료등  

21,600  ㅇ테이프판 발행  

1,000원*1,000개*12월 12,000    ·테이프 및 복사비  

180,000원*12월 2,160    ·낭독료 및 편집비  

250원*2,000개*12월 6,000    ·점역비 및 인쇄비 등  

120,000원*12월 1,440    ·봉투제작및 발송  

0206 시정홍보 사진전시 71,070 40,600 -30,470

40,6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30,600  ㅇ청사계단 사진전시  

150,000원*15개소*4회 9,000    ·전시패널 제작  

900,000원*12월 10,800    ·사진재료 구입비  

900,000원*12월 10,800    ·사진현상료  

10,000  ㅇ효자동사랑방 사진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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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4 어린이 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338,992 386,649 47,657

371,649(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4,100,000원*9회 36,900  ㅇ기획 및 편집  

505,000부*8면*6.7원*9회*1.008 245,561  ㅇ인쇄비  

3,600,000원*9회 32,400  ㅇ운송비(2.5톤 50Km이하)  

3,000,000원*9회 27,000  ㅇ원고료 등  

1,490원*120명*9회 1,610  ㅇ퍼즐퀴즈 경품발송 우편료  

5,000원*1,500부 7,500  ㅇ어린이 기자수첩 발간  

13,600,000원 13,600  ㅇ내친구서울 모음집 발간  

5,300원*30명 159  ㅇ모범어린이기자 표창  

5,000원*4종*12월 240  ㅇ어린이 관련 정보지 구독  

6,679,000원 6,679  ㅇ어린이기자 위촉식  

15,000(11-1221-122-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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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ㅇ어린이명예기자 시정현장탐방  

15,000,000원*1회 15,000    ·시정현장탐방  

0221 하이서울북스토어 운영 0 14,450 14,450

12,95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9,450  ㅇ하이서울 북스토어 운영,물품구입  

500,000원*12월 6,000    ·관리비 납부  

2,250,000 2,250    ·할로겐 램프, 포장지 구매 등  

800,000원 800    ·사무실운영비  

400,000원 400    ·재고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500  ㅇ외벽 시정홍보물 사진교체  

3,500,000원*1회 3,500    ·홍보디자인 기획및실크인쇄비  

1,500(11-1221-122-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  ㅇ하이서울 북스토어 장비구매  

500,000원*1 500    ·난방히터  

1,000,000원*1 1,000    ·공기청정기 1식  

세계일류도시 서울이미지 제고전략목표 : 1,561,000 3,177,000 1,616,000

청계천준공을 계기로 한 서울장소마케팅 
강화

성과목표 : 420,000 1,300,000 88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복원 준공기념식 계획수립 행사실행 단계별 진행사항

복원기념 국제회의 계획수립 행사실행 단계별 진행사항

환경메세지 발표 초청섭외 행사실행 단계별 진행사항

기념품 제작·배포 배포 배포확인

홍보현수막 설치 설치 설치확인

배너기 설치 설치 설치확인

0416 청계천복원준공기념식 420,000 970,000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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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00(11-1223-220-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900,000  ㅇ청계천복원기념준공기념식  

94,000,000원 94,000    ·기획사 인건비 등  

100,000,000원 100,000    ·행사진행 및 출연진인건비  

213,000,000원 213,000    ·제작물  

331,000,000원 331,000    ·시스템  

102,000,000원 102,000    ·임차료 등  

60,000,000원 60,000    ·진행비  

70,000  ㅇ환경걷기대회  

30,000,000원 30,000    ·진행비  

40,000,000원 40,000    ·기념품 제작  

0420 청계천 환경메세지 발표 0 160,000 160,000

160,000(11-1223-220-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00,000원 100,000  ㅇ초청경비  

30,000,000원 30,000  ㅇ출연료  

30,000,000원 30,000  ㅇ통역,경호 등 행사 진행경비  

0421 청계천 홍보 마케팅 0 170,000 170,000

170,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170,000,000원 170,000  ㅇ청계천홍보마케팅  

해외홍보마케팅 강화로 서울이미지 확산성과목표 : 185,000 1,175,000 99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시정설명회, Press Tour 실시 수 3회 3회 3회 개최건수 확인

미디어홍보 및 기사 게재 수 3회 3회 3회 게재건수 확인

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개발 및 정보 업데이트 수 1,900회 2,100회 2,100회 업데이트 수 확인

해외 네트워크 구축건수 3건 4건 4건 건수 확인

외국어홈페이지 방문자수 140만명 150만명 방문횟수 확인

중국어표기 D/B자료 정비건수 100건 400건 400건 정비건수 확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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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표기사전 방문자수 210천명 270천명 280천명 방문자수 확인

라이트박스 설치건수 5개소 5개소 5개소 설치건수 확인

0403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관리 100,000 130,000 30,000

130,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62,000,000원*1식 62,000  ㅇ특집 기획콘덴츠 제작비  

33,000,000원 33,000  ㅇ사이트 홍보, 경품행사  

35,000,000원 35,000  ㅇ콘텐츠 번역 감수비  

0410 외국어 표기 표준화사업 5,000 20,000 15,000

20,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2,000  ㅇ영문표기사전 웹사이트운영  

2,000,000원 2,000    ·자문료(감수료)  

18,000  ㅇ중국어표기 표준화  

5,000,000원 5,000    ·자문위원회 운영  

3,000,000원 3,000    ·용례집 제작 및 배포  

10,000,000원 10,000    ·인테넷 서비스 구축  

0413 외국언론등을 통한 서울 해외마케팅 전개 80,000 140,000 60,000

20,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20,000  ㅇ외국언론등을 통한 서울해외 마케팅전개  

10,000,000원*2회 20,000    ·미디어 접촉및 기사게재,광고등  

120,000(11-1223-122-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120,000  ㅇ외국언론 등을 통한 서울 해외마케팅 전개  

10,000,000원*1회 10,000    ·시정설명회  

100,000,000원 100,000    ·다큐멘터리 제작  

10,000,000원*1회 10,000    ·Press Tour  실시  

0422 라이트박스 광고판 운영 0 885,000 885,000

885,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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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000  ㅇ국제공항라이트박스 운영  

220,000,000원 220,000    ·상해공항 라이트박스  

110,000,000원 110,000    ·간사이공항 라이트박스  

260,000,000원 260,000    ·북경공항 라이트박스  

270,000,000원 270,000    ·홍콩공항 라이트박스  

25,000,000원 25,000    ·제작, 설치비  

문화 ·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서울브랜드
이미지 제고

성과목표 : 716,000 399,000 -317,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연고구단과 스포츠마케팅 건수 4회 8회 10회 실시건수 확인

게임산업 후원·공동개최 건수 4회 4회 4회 개최건수 확인

서울이미지 해외홍보 횟수 1,500회 800회 900회 홍보횟수 확인

서울이야기 공모(응모)건수 670건 690건 720건 응모건수 확인

영문잡지 SEOUL 발행부수 102천부 120천부 120천부

0211 서울이야기 공모 및 영문잡지 SEOUL 발행 179,000 179,000 0

49,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16,000,000원 16,000  ㅇ홍보물 제작등 홍보비  

33,000,000원 33,000  ㅇ번영, 상장, 작품집 발간  

30,000(11-1223-122-301-11) 기타보상금

30,000,000원 30,000  ㅇ서울이야기 공모작 시상금  

100,000(11-1223-220-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00,000원 100,000  ㅇ영문잡지 기획,편집,인쇄비  

0412 서울브랜드 통합마케팅전개 537,000 220,000 -317,000

130,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50,000,000원 50,000  ㅇ연고구단과 스포츠마케팅추진 등  

80,000,000원 80,000  ㅇWCG 등 게임활용 홍보  

90,000(11-1223-220-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70,000,000원 70,000  ㅇ하이서울 해외 홍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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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원 20,000  ㅇ서울시민의날 특집프로그램제작,방송  

서울컨벤션산업 지원강화로 도시마케팅 촉
진

성과목표 : 240,000 303,000 63,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사)서울컨벤션뷰로 운영지원건수 15건 20건 지원건수 확인

0417 컨벤션을 통한 도시마케팅 240,000 303,000 63,000

3,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3,000,000원 3,000  ㅇ서울컨벤션협의회등 회의참석 수당  

300,000(11-1223-220-307-02) 민간경상보조

300,000  ㅇ서울컨벤션뷰로 사업 지원  

200,000,000원 200,000    ·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  

36,000,000원 36,000    ·컨벤션 관련조사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64,000,000원 64,000    ·컨벤션 관련기구 가입 및 교류 증진활동 지원  

시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전략목표 : 338,009 302,388 -35,621

시민의견수렴을 통한 시책사업 효율성 제
고

성과목표 : 291,209 255,588 -35,62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시정여론조사 실시 28건 28건 28건 시정여론조사 및 집단면접 실시횟수 확인

시정모니터 운영결과 반영률 70% 72% 73% 반영률 확인(%)

0201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및 다양화 173,655 143,740 -29,915

108,14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20원*10매*1,500부*18회*1.1 5,940  ㅇ질문지 인쇄  

12,000원*1,000부*1회 12,000  ㅇ시민여론모음집 인쇄  

72,760  ㅇ전화,면접 실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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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원*1,000부*12회 29,160    ·전화  

5,450원*2,000부*4회 43,600    ·면접  

30,000원*4일*6명*18회 12,960  ㅇ입력,검증원 등  

4,480  ㅇ시정여론조사 자문수당  

70,000원*10명*2회 1,400    ·회의참석  

20,000원*7명*22회 3,080    ·인터넷 자문  

35,600(11-1223-122-301-09) 행사실비보상금

12,000  ㅇ심충집단면접조사  

70000원*5그룹*10명*2회 7,000    ·토론자 사례비  

50000원*5그룹*10명*2회 5,000    ·진행자 사례비  

23,600  ㅇ면접조사 답례품  

1,800원*2,000명*6회 21,600    ·면접조사답례품(지하철승차권)  

5,000원*100명*4회 2,000    ·인터넷조사답례품  

0203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117,554 111,848 -5,706

87,848(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53,000원*5단*9cm*2개지*1.1 6,000  ㅇ모니터 모집 공고료  

61,650  ㅇ원고료  

(50,000원*30건*4회)+(50,000원*5건*11회) 8,750    ·우수의견 채택료  

30,000원*30건*11회 9,900    ·준우수의견 채택료  

(10,000원*350건*11회)+(10,000원*450명) 43,000    ·의견제출자 답례품  

250원*800건*11회*1.1 2,420  ㅇDM 발송 수수료  

9,000,000원 9,000  ㅇ우편료(위촉장,의견지발송등)  

8,778  ㅇ인쇄비  

5,400원*800매*1.1 4,752    ·위촉장  

80원*800매*12회*1.1 845    ·의견지  

50원*2종*800매*12회*1.1 1,056    ·발신,회신봉투  

2,500원*850부 2,125    ·오리엔테이션 교재  

24,000(11-1223-122-301-09) 행사실비보상금

24,000,000원 24,000  ㅇ현장모니터 활동비  

서울사랑 커뮤니티 활성화성과목표 : 46,800 46,800 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13 홍보기획관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시정홍보대사 참여횟수 30회 30회 35회 홍보대사 참여횟수 확인

시책관련 인터넷동호회 개설 운영건수 5건 5건 5건 인터넷동호회 개설 및 운영건수 확인(50인 이상)

서울사랑커뮤니티 활동 지원건수 4건 4건 4건 커뮤니티활동 지원건수 확인

0107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 46,800 46,800 0

10,8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10,800  ㅇ일반운영비  

18명*4회*50,000원 3,600    ·간담회  

18명*4회*100,000원 7,200    ·기념품  

36,000(11-1221-122-301-09) 행사실비보상금

18명*2회*1,000,000원 36,000  ㅇ홍보대사활동 보상금  

일반예산전략목표 : 4,173,447 4,300,888 127,441

일반예산성과목표 : 4,173,447 4,300,888 127,441

성과지표 :  검증방법 :

9901 인건비 3,130,602 3,441,649 311,047

1,259,715(11-1221-110-101-01) 기본급

859,312  ㅇ일반직(41명)  

 66,057,000원*1명*1.022 67,511    · 3급(연봉제)  

 2,332,100원*2명*12월*1.024 57,314    · 4급  

 2,060,600원*6명*12월*1.024 151,924    · 5급  

 1,750,600원*14명*12월*1.024 301,160    · 6급  

 1,341,700원*16명*12월*1.024 263,789    · 7급  

 716,700원*2명*12월*1.024 17,614    · 9급  

105,154  ㅇ기능직(8명)  

1,555,600원*1명*12월*1.024 19,116    · 7등급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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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500원*5명*12월*1.024 66,509    ·9등급  

794,600원*2명*12월*1.024 19,529    · 10등급  

896,955,000원*1/6 149,493  ㅇ기말수당  

74,746,250원*1.95 145,756  ㅇ정근수당  

335,826(11-1221-110-101-02) 수당

208,150  ㅇ시간외수당  

179,823    · 일반직(38명)  

8,506원*6명*55시간*12월*1.024 34,493      - 5급  

7,216원*14명*55시간*12월*1.024 68,277      - 6급  

6,475원*16명*55시간*12월*1.024 70,018      - 7급  

5,204원*2명*55시간*12월*1.024 7,035      - 9급  

28,327    · 기능직(8명)  

6,475원*1명*55시간*12월*1.024 4,377      -7등급  

5,204원*5명*55시간*12월*1.024 17,586      - 9등급  

4,708원*2명*55시간*12월*1.024 6,364      - 10등급  

13,756  ㅇ자녀학비 보조수당  

48,000원*49명*4회*0.17 1,600    · 중학교  

364,800원*49명*4회*0.17 12,156    · 고등학교  

32,223  ㅇ가족수당  

30,000원*49명*0.82*12월 14,465    · 배우자  

20,000원*49명*1.51*12월 17,758    · 기타가족  

48,840  ㅇ정근수당가산금(48명)  

130,000원*5명*12월 7,800    · 25년 이상  

110,000원*11명*12월 14,520    · 20년 - 2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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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원*13명*12월 9,36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3명*12월 1,800    · 5년 - 10년 미만  

1,548  ㅇ특수업무수당(4명)  

50,000원*2명*12월 1,200    · 전산수당(3년이상)  

14,000원*1명*12월 168    · 장려수당(통신)  

15,000원*1명*12월 180    · 전기안전관리보조원수당  

57,314,000원*11% 6,305  ㅇ관리업무 수당  

896,955,000원*0.42*6% 22,604  ㅇ대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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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4명*12월 2,400  ㅇ모범공무원 수당  

117,000(11-122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75명*12월 117,000  ㅇ정액급식비  

74,760(11-1221-110-101-04) 교통보조비

74,760  ㅇ교통보조비  

140,000원*8명*12월 13,440    ·4,5급  

130,000원*31명*12월 48,360    ·6,7급  

120,000원*9명*12월 12,960    ·8급이하  

112,120(11-1221-110-101-05) 명절휴가비

74,746,250원*150%*1 112,120  ㅇ명절휴가비  

186,866(11-1221-110-101-06) 가계지원비

74,746,250*250%*1 186,866  ㅇ가계지원비  

80,519(11-1221-110-101-07) 연가보상비

80,519  ㅇ연가보상금  

70,773,833원*20일*0.0416667*0.85*55%*1 27,573    · 연봉계약제  

74,746,250원*20일*0.0416667*0.85*1 52,946    · 월급제  

895,633(11-1221-110-101-08) 기타직보수

895,633  ㅇ 계약직(24명,현원)  

781,775    · 급여  

47,195,000원*2명*1.024 96,656      - 가급  

30,413,000원*10명*1.024 311,430      - 다급(10명)  

26,401,000원*13명*1.024 351,451      - 라급(13명)  

21,716,000원*1명*1.024 22,238      - 마급  

113,858    · 수당  

37,785,792원*6.0096*0.0078*55 97,417      - 시간외 근무수당  

13,105      - 가족수당  

30,000원*0.64*26명*12월 5,991        = 배우자  

20,000원*1.14*26명*12월 7,114        = 기타가족  

3,336      - 자녀학비 보조수당  

48,000원*0.06*26명*4회 300        = 중학교  

364,800원*0.08*26명*4회 3,036        = 고등학교  

13,550(11-122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13,550  ㅇ저소득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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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0원*2명*263일 11,383    ·인부임  

2,300원*2명*263일 1,210    ·중식비  

21,640원*2명*263일*0.084 957    ·4대보험료  

42,606(11-1221-121-303-01) 포상금

74,746,250원*0.57 42,606  ㅇ성과상여금  

261,566(11-1221-121-304-01) 연금부담금

206,128  ㅇ연금 부담금  

1,241,044,000원*11.076% 137,459    · 일반대상자  

849,286,000원*0.73*11.076% 68,669    · 연봉제  

52,050  ㅇ퇴직수당부담금  

1,241,044,000원*2.7968% 34,710    · 일반대상자  

849,286,000원*0.73*2.7968% 17,340    · 연봉제,계약직  

3,388  ㅇ재해보상부담금  

1,241,044,000원*0.182% 2,259    · 일반대상자  

849,286,000원*0.182%*0.73 1,129    · 연봉제,계약직  

61,488(11-122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61,488  ㅇ 건강보험 부담금  

2,071,722,000원*2.105% 43,610    · 일반대상자  

849,286,000원*2.105% 17,878    · 연봉제,계약직  

9902 기본경비 1,042,845 859,239 -183,606

129,539(11-1221-121-201-01) 일반운영비

694  ㅇ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67명 670    ·사무직  

3,000원*8명 24    ·기타직  

30,000원*67명 2,010  ㅇ기본사무용종이류  

5,000원*75명 375  ㅇ소규모수선비  

16,000  ㅇ행정장비수리비  

400000원*40대 16,000    ·본청  

50,000원*8팀 400  ㅇ도서구입비  

240,000원*75명 18,000  ㅇ기본업무추진급량비  

40,000원*75명 3,000  ㅇ기타소모품구입비  

13,920,000원 13,92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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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0  ㅇ간행물 발간  

1,100부*27,000원*1회 29,700    ·시장연설문집 발간  

200원*250건*72회 3,600    ·홍보물 우송료및 우편요금  

36,240,000원*1식 36,240  ㅇ기타 인쇄물및유인물제작  

5,600  ㅇ위원회 수당  

70,000원*8명*10회 5,600    ·디자인.영상물심의소위원회 수당  

55,700(11-1221-121-202-01) 국내여비

420,000원*75명 31,50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24,200,000원 24,20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189,640(11-122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6,000,000원*1명 176,000  ㅇ정무부시장  

7,200,000원*1명 7,200  ㅇ3급  

3,220,000원*2명 6,440  ㅇ4급  

168,500(11-122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원*3*12월 18,000  ㅇ매체별 기획홍보활동 추진  

1,500,000원 1,500  ㅇ홍보행정 업무추진비  

60,000,000원 60,000  ㅇ주요시책업무 추진활동  

9,000,000원 9,000  ㅇ홍보매체 개별자료수집  

10,000,000원 10,000  ㅇ서울시청방송운영  

5,000,000원 5,000  ㅇ영상물제작 및 인터넷운영  

9,000,000원 9,000  ㅇ캐릭터 사업추진 및 전광판홍보  

8,000,000원 8,000  ㅇ민간포탈싸이트 웹마케팅추진  

23,500,000원 23,500  ㅇ월간서울사랑 경품  

23,500,000원 23,500  ㅇ어린이 내친구서울 경품  

1,000,000원 1,000  ㅇ시책홍보행사 경품  

8,400(11-122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0  ㅇ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00원*12월)+(5,000원*20명*12월) 4,800    ·홍보과  

300,000원*12월 3,600    ·도시마케팅  

23,400(11-122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23,400  ㅇ직책급 업무 추진비  

650,000원*1명*12월 7,800    ·2급  

350,000원*2명*12월 8,400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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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6명*12월 7,200    ·5급  

150,600(11-1221-121-204-02) 직급보조비

150,600  ㅇ직급 보조비  

500,000원*1명*12월 6,000    · 2급  

400,000원*2명*12월 9,600    · 4급  

250,000원*6명*12월 18,000    · 5급  

155,000원*14명*12월 26,040    · 6급(등급)  

140,000원*17명*12월 28,560    · 7급(등급)  

105,000원*7명*12월 8,820    · 8,9급(등급)  

95,000원*2명*12월 2,280    · 10등급  

400,000원*2명*12월 9,600    · 계약가급  

155,000원*10명*12월 18,600    · 계약다급  

140,000원*13명*12월 21,840    · 계약라급  

105,000원*1명*12월 1,260    ·계약마급  

55,320(11-122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64명*12월 38,400  ㅇ대민활동비(계약다급이하포함)  

16,92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47명*12월 16,920    ·공보업무수행활동비  

68,140(11-1223-121-201-01) 일반운영비

25,940  ㅇ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794,000원*10회 7,940    ·설문지 등 인쇄  

15,000원*100부*12회 18,000    ·각종 회의자료 등  

40,000원*60명 2,400  ㅇ기타소모품구입비  

17,920  ㅇ위원회수당  

70,000원*8명*4회*10월*0.8 17,920    ·마케팅 자문위원회 수당  

(10,000원*50명)+(3,000원*10명) 530  ㅇ기본사무용품비  

250,000원*50대 12,500  ㅇ행정장비수리비  

50,000원*3팀 150  ㅇ도서구입비  

30,000원*60명 1,800  ㅇ기본사무용종이류  

5,000원*60명 300  ㅇ소규모수선비  

40,000*5단*10cm*3회*1.1 6,600  ㅇ공고료  

10,000(11-122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0원 10,000  ㅇ마케팅 추진 및 대외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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