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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기획관
개    요

□ 조  직 : 2담당관 (홍보담당관, 마케팅담당관)

□ 인  력 : 79명 (3급 1명, 4급 2명, 5급이하 76명)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 %

일반회계

계 16,522 100 13,623 100 2,899 21.3

인 건 비 4,121 24.9 3,653 26.8 468 12.8

기본경비 891 5.4 870 6.4 21 2.4

사 업 비 11,510 69.7 9,100 66.8 2,410 26.5

기    타 - - - - - -

기관임무

  주요 시정시책의 통합 홍보마케팅 전략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효과적인 서울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대외적 위상 제고

목표달성지표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시정홍보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회 45 45 45 45 45

∘ 컨벤션을 통한 도시마케팅 건 103 120 130 150 170

∘ 시정 여론조사 회 28 30 32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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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체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16,522

전략 Ⅰ :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서울위상 제고(42.9%)

전략 Ⅲ : 시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3.6%)

전략 Ⅱ : 세계일류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23.2%)

『전략목표Ⅰ』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서울위상 제고

 ⇒ 성과목표 3, 주요사업 11 

(홍보담당관)

전략목표  3건

성과목표  8건

주요사업  24건

『전략목표Ⅲ』

 시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5

(홍보담당관, 마케팅담당관)

『전략목표Ⅱ』

 세계일류도시 서울이미지 제고

 ⇒ 성과목표 3, 주요사업 8

 (마케팅담당관)

일반예산 (30.3%)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X -100)
2,899 16,522 13,623

(X 100)

홍보기획관

1,523 7,081 5,558전략목표 1: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서울위상 제고

1,704 5,012 3,308성과목표 1-1: 주요시책사업의 사전 기획· 전략 홍보로 홍보효과 제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홍보계획수립 건수 6건 6건 6건 수립건수 확인

-심의결과 개선·보완 건수 50건 50건 50건 개선·보완 건수 확인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 횟수 45회 45회 45회 신문, 방송, 잡지 등 시정광고 횟수 확인

-민간홍보채널 제휴 3건 3건 4건 캠페인, 이벤트 홍보채널 구축

-108 492 600성과목표 1-2: 뉴미디어 활용 홍보확대로 시정홍보효과 극대화

-시정주요사항 홍보콘텐츠 제공 건수 260회 280회 280회 제공건수 확인

-하이서울뉴스 구독자 만족도 조사 실시 80% 80%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영상물 제작 건수 3건 2건 3건 제작 건수 확인

-전광판 및 PDP 표출 건수 220건 230건 240건 표출 건수 확인

-73 1,577 1,650성과목표 1-3: 홍보 매체 및 수단 다각화로 실질적 시정홍보 달성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이용자 만족도 80% 81% 81%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이용자 만족도 86% 87% 87%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점자 「서울사랑」 이용자 만족도 83% 84% 84%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서울홍보관 이용자 만족도 90% 91% 91%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1 홍보기획관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X -100)
672 3,828 3,156

(X 100)

전략목표 2: 세계일류도시 서울이미지 제고

-414 1,687 2,101성과목표 2-1: 해외마케팅 강화로 서울이미지 확산

-시정(현장)설명회, Press Tour, 기사게재 수 11건 11건 11건 개최 및 게재 건수 확인

-홈페이지 정보제공 건수 2,100건 2,100건 2,100건 업데이트 수 확인

-해외 사이트와 상호 네트워크 구축건수 4건 4건 4건 건수 확인

-홈페이지 방문자수(영·중·일) 150만명 160만명 170만명 방문자수 확인(만명)

-중문표기 D/B자료 구축 400건 400건 - 구축건수 확인

-영문표기 사전 방문자수 280천명 290천명 300천명 방문자수 확인(천명)

-방송매체 등 활용 홍보(매체수) 2개소 2개소 2개소 매체수 확인

-212 408 620성과목표 2-2: 문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서울브랜드 이미지 제고

-서울이야기 공모(응모) 건수 100건 100건 100건 공모(응모) 건수 확인

-영문잡지 SEOUL 발행 120천부 180천부 180천부 발행부수 확인(천부)

-서울거주 외국인·재외동포 등 대상 마케팅(건수) - 4회 5회 개최(지원) 횟수 확인

-문화·스포츠·게임산업 등 행사지원을 통한 서울 이미지 
홍보

14건 14건 20건 실시건수 확인

-한류행사 후원(국내·외) 10회 3회 3회 후훤횟수 확인

-브랜드활용 프로모션 횟수 - 20회 20회 실시횟수 확인

(X -100)
1,297 1,732 435

(X 100)

성과목표 2-3: 서울컨벤션 산업 지원 강화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건수 103건 120건 130건 지원건수 확인

215 601 386전략목표 3: 시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5 303 308성과목표 3-1: 시민의견수렴을 통한 시책사업 효율성 제고

2 홍보기획관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시정여론조사, 심층집단면접 실시 28건 30건 32건 실시 건수 확인

-시정모니터 운영(결과반영율) 73% 74% 74% 결과반영율 확인

220 298 78성과목표 3-2: 시민참여 및 민간 홍보채널 네트워크 강화

-상상 제안 접수 건수 - 8,000건 10,000건 제안 접수건수 확인

-커뮤니티 게시물 수 28,000건 29,000건 29,000건 커뮤니티 게시물  DB 확인

-서울in 블로그 콘텐츠 활용건수 - 200건 200건 콘텐츠 활용건수 확인

-시정홍보대사 참여 횟수 10회 20회 25회 홍보대사 참여 횟수 확인

489 5,012 4,523전략목표 9: 일반예산

489 5,012 4,523성과목표 9-9: 일반예산

3 홍보기획관



성 과 단 명 세 서



홍보기획관 13,622,660 16,521,822 2,899,162

(X100,000) (X0) (X-100,000)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서울위상 제고전략목표 : 5,558,000 7,080,766 1,522,766

주요시책사업의 사전 기획· 전략 홍보로 홍
보효과 제고

성과목표 : 3,308,000 5,012,019 1,704,01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홍보계획수립 건수 6건 6건 6건 수립건수 확인

심의결과 개선·보완 건수 50건 50건 50건 개선·보완 건수 확인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 횟수 45회 45회 45회 신문, 방송, 잡지 등 시정광고 횟수 확인

민간홍보채널 제휴 3건 3건 4건 캠페인, 이벤트 홍보채널 구축

0208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1,500,000 2,960,000 1,460,000

2,960,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2,960,000,000원 2,960,000  ㅇ시정홍보물 제작

0210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1,232,000 1,728,000 496,000

1,728,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764,000  ㅇTV광고

500,000,000원 500,000    · 시정홍보 CF

22,000,000원*12월 264,000    · 시정홍보 뉴스

500,610,000원 500,610  ㅇ일간지

50,000,000원 50,000  ㅇ잡지

12,890,000원 12,890  ㅇ라디오

400,500  ㅇ뉴미디어

162,000,000원 162,000    · 인터넷신문

44,000,000원 44,000    · 모바일 광고

49,500,000원 49,500    · 영화관 광고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1 홍보기획관



145,000,000원 145,000    · 민간웹사이트 광고

0226 서울특별시보 발행 76,000 74,019 -1,981

74,019(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39.54원*200면*180부*52회 74,019  ㅇ서울특별시보 인쇄

0228 민간 웹 플랫폼을 통한 시정홍보 300,000 250,000 -50,000

250,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250,000  ㅇ민간채널활용 홍보

110,000,000원 110,000    · 민간 웹 플랫폼 확대운영

90,000,000원 90,000    · 홍보이벤트

50,000,000원 50,000    · 미디어채널 제휴 캠페인

뉴미디어 활용 홍보확대로 시정홍보효과 
극대화

성과목표 : 600,000 492,240 -107,76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정주요사항 홍보콘텐츠 제공 건수 260회 280회 280회 제공건수 확인

하이서울뉴스 구독자 만족도 조사 실시 80% 80%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영상물 제작 건수 3건 2건 3건 제작 건수 확인

전광판 및 PDP 표출 건수 220건 230건 240건 표출 건수 확인

0101 서울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165,000 149,600 -15,400

133,9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84,100  ㅇ서울시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 운영

20,000원*4종*7명*12개월 6,720    · 주요시책 홍보이벤트

75,980    · 콘텐츠 제작 및 이용

1,820,000원*10편*2종 36,400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9,895,000원*4회 39,580      - 주요시책 콘텐츠 홍보

70,000원*5명*4회 1,400    · 심사위원 수당

49,800  ㅇ인터넷신문 '하이서울뉴스' 발행

18,000,000원 18,000    · 부가서비스 정보이용료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2 홍보기획관



35,000원*2편*20일*12월 16,800    · 시민기자 운영원고료

100,000원*4편*2주*12개월 9,600    · 전문가 원고료

900,000원*6회 5,400    · 기획편집 오프라인 회의수당

10,800(11-1221-122-202-02) 월액여비

10,800  ㅇ인터넷신문 '하이서울뉴스' 발행

150,000원*6명*12월 10,800    · 취재여비

4,900(11-1221-122-301-12) 기타보상금

4,900  ㅇ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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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PDP 등 활용홍보 71,000 59,900 -11,100

59,9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39,900  ㅇ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

700,000원*26회 18,200    · 베타캄 테이프 복사 및 송달

25,000원*12개*12월 3,600    · 베타캄 테이프 구매

7,000,000원*1회 7,000    ·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S/W 업그레이드

4,100,000원*1회 4,100    · 소모품 구매 및 유지비

70,000원*4명*25회 7,000    · 전광판 심의위원회 수당

20,000,000원*1회 20,000  ㅇ주요행사 전광판 중계비

0213 서울시청 방송운영 81,000 67,920 -13,080

62,92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8,000,000원 8,000  ㅇ소모품 등 구입비

500,000원*12월 6,000  ㅇ케이블TV 유지보수비

500,000원*12월 6,000  ㅇ청내방송설비유지보수비

5,000,000원*1식 5,000  ㅇ시청방송제작 위탁수수료

300,000원*12월 3,600  ㅇ종합유선방송수수료

34,320  ㅇ시청방송 출연료

80,000원*20회*12월 19,200    · 외부강사 출연료

40,000원*21회*12월 10,080    · 리포터 출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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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21회*12월 5,040    · 리포터 취재료

5,000(11-122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ㅇ청내방송장비 구입비

5,000,000원 5,000    · 음향장비 1식

0219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관리 283,000 214,820 -68,180

214,82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203,780  ㅇ시정영상 콘텐츠 제작

100,000,000원 100,000    · 주요시책 영상물

100,000,000원 100,000    · 시정홍보 CF

3,780    · 심사수당

70,000원*7명*2회 980      - 영상물제작업체 선정심사

70,000원*4명*10회 2,800      - 영상물심의소위원회 위원심사

11,040  ㅇ영상물 D/B 시스템 관리운영

119,000,000원*5.5% 6,545    · S/W(동영상관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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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매체 및 수단 다각화로 실질적 시정홍
보 달성

성과목표 : 1,650,000 1,576,507 -73,49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이용자 만족도 80% 81% 81%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이용자 만족도 86% 87% 87%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점자 「서울사랑」 이용자 만족도 83% 84% 84%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서울홍보관 이용자 만족도 90% 91% 91% 만족도 조사결과 확인

0202 시정종합 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922,000 806,700 -115,300

789,3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8,000,000원*12회 96,000  ㅇ편집기획

2,200,000원*12회 26,400  ㅇ원고료 등

70,000부*500원*12회 420,000  ㅇ인쇄비

50원*55,000건*12회 33,000  ㅇ발송용역(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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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  ㅇ우편요금

290원*55,000건*12회 191,400    · 일반우편

2,500원*350건*12회 10,500    · 해외,소포

1,000,000원*12월 12,000  ㅇ사진자료 생산 및 관리

12,600(11-1221-122-202-02) 월액여비

150,000원*7명*12월 12,600  ㅇ서울사랑 취재여비

4,800(11-1221-122-301-10) 행사실비보상금

4,800  ㅇ외부인사 초청 좌담회 비용

150,000원*4명*8회 4,800    · 식비 및 교통비. 여비

0204 서울홍보관 및 열린마당 모니터 운영 154,000 68,000 -86,000

44,8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7,200  ㅇ서울 홍보관 물품구입

150,000원*12월 1,800    · 테이프, 전산소모품 등 구입

500,000원*6개 3,000    · 빔프로젝트 램프교체

1,200,000원*2회 2,400    · 청소용역 및 청소용품 구매

250,000원*8명 2,000  ㅇ홍보관요원 근무복

10,000,000원 10,000  ㅇ홍보패널 교체

5,800  ㅇ음향·영상장비 등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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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00원 15,000  ㅇ열린마당 모니터 소모품

30,000원*5개*12월 1,800  ㅇ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테이프 구매

3,000,000원 3,000  ㅇ열린마당 모니터 유지보수비

13,200(11-1221-122-301-12) 기타보상금

13,200  ㅇ홍보관운영 자원봉사자실비보상

5,000원*33명*50일 8,250    · 급식비

3,000원*33명*50일 4,950    · 교통비

10,000(11-122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ㅇ서울홍보관 장비 구매

10,000,000원 10,000    · 영상음향장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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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점자 '서울사랑' 발간 97,000 97,000 0

97,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71,644  ㅇ점자판 발행

71,644,000원 71,644    ·인쇄비

22,956  ㅇ테이프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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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0원*12월 2,160    ·낭독료 및 편집비

300원*2,000개*12월 7,200    ·점역비 및 인쇄비 등

133원*1,000개*12월 1,596    ·봉투제작

200,000원*12월 2,400 ㅇ원고료 등

0206 시정홍보 사진전시 40,000 34,000 -6,000

34,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24,000  ㅇ청사계단 사진전시

1,000,000원*12월 12,000    · 사진재료 구입비

1,000,000원*12월 12,000    · 사진현상료

1,000,000원*10면*1회 10,000  ㅇ효자동사랑방 시정홍보 전시물 교체

0214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425,000 560,457 135,457

529,157(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4,100,000원*10회 41,000  ㅇ기획 및 편집

507,000부*52.7원*10회*1.008 269,327  ㅇ인쇄비

3,600,000원*10회 36,000  ㅇ운송비(2.5톤 50Km이하)

3,000,000원*10회 30,000  ㅇ원고료, 경품구매 등

2,500원*1,000부 2,500  ㅇ어린이 기자수첩 발간

5,500원*60명 330  ㅇ모범어린이기자 표창

150,000,000원 150,000  ㅇ초등학생 서울 바로알기 안내서(서울의 생활)

31,300(11-1221-122-201-02) 행사운영비

5,600  ㅇ어린이기자 위촉식

5,500원*1,000명 5,500    ·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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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1식 100    · 현수막

10,700  ㅇ어린이 백일장

300,000원*6명 1,800    · 심사위원 수당

3,600,000원 3,600    · 원고지 등 인쇄

100,000원*3개소 300    · 현수막 제작

5,000,000원 5,000    · 행사장 설치,시상품구매등

15,000  ㅇ어린이명예기자 시정현장탐방

15,000,000원*1회 15,000    · 시정현장탐방

0221 하이서울북스토어 운영 12,000 10,350 -1,650

10,35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8,350  ㅇ하이서울 북스토어 운영물품구입

500,000원*12월 6,000    · 관리비 납부

5,000원*30개 150    · 할로겐 램프 교체

2,000원*500개 1,000    · 포장지 구매

200,000원*4분기 800    · 사무실운영비

100,000원*4분기 400    · 유통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  ㅇ외벽 시정홍보물 사진교체

2,000,000원*1회 2,000    · 홍보디자인 기획및실크인쇄비

세계일류도시 서울이미지 제고전략목표 : 3,156,000 3,827,650 671,650
(X100,000) (X0) (X-100,000)

해외마케팅 강화로 서울이미지 확산성과목표 : 2,101,000 1,687,000 -41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정(현장)설명회, Press Tour, 기사게재 수 11건 11건 11건 개최 및 게재 건수 확인

홈페이지 정보제공 건수 2,100건 2,100건 2,100건 업데이트 수 확인

해외 사이트와 상호 네트워크 구축건수 4건 4건 4건 건수 확인

홈페이지 방문자수(영·중·일) 150만명 160만명 170만명 방문자수 확인(만명)

중문표기 D/B자료 구축 400건 400건 - 구축건수 확인

영문표기 사전 방문자수 280천명 290천명 300천명 방문자수 확인(천명)

방송매체 등 활용 홍보(매체수) 2개소 2개소 2개소 매체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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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155,000 180,000 25,000

101,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91,000  ㅇ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61,000    ·콘텐츠 번역 및 제작

12,000,000원*4분기 48,000      -영,중,일,불어,스페인어

3,250,000원*4분기 13,000      -감수료

12,000    ·사이트 홍보

3,000,000원*2회 6,000      -인터넷 광고

30,000원*100명*2회 6,000      -경품행사

4,500,000원*4분기 18,000    ·지도 임대료(3개언어)

10,000  ㅇ외국어표기 표준화사업

2,000,000원 2,000    ·영문표기사전운영(자문료)

8,000    ·중국어표기

8,000,000원 8,000      -자문료, 회의수당

79,000(11-1223-220-207-02) 전산개발비

45,000,000원*1식 45,000  ㅇ외국어 검색시스템 구축

34,000,000원*1식 34,000  ㅇ외국어 웹진 제작

0413 외국언론등을 통한 서울 해외마케팅 200,000 157,000 -43,000

107,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16,000,000원*6회 96,000  ㅇ미디어접촉(기사게재 및 광고 등)

11,000  ㅇ해외언론 모니터링

2,000,000원*1개언론*1년 2,000    ·해외 신문구독료

30,000원*25명*12월 9,000    ·모니터링 활동비

50,000(11-1223-220-307-05) 민간위탁금

5,000,000원*4회 20,000 ㅇ국내 외신기자 시정현장 투어

3,000,000원*10명 30,000 ㅇ해외언론사 초청 Press Tour

0422 서울시 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 1,346,000 1,350,000 4,000

1,350,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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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0원*5개소 600,000  ㅇ국내외 옥외광고

400,000  ㅇ해외 방송 광고

300,000,000원 300,000    ·CNN

100,000,000원 100,000    ·아리랑 TV 등

100,000,000원 100,000  ㅇ해외 잡지광고

250,000  ㅇ해외 홍보부스 설치

200,000,000원*1개소 200,000    ·임차료

50,000,000원*1개소 50,000    ·운영비

문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서울브랜드 
이미지 제고

성과목표 : 620,000 408,250 -211,75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서울이야기 공모(응모) 건수 100건 100건 100건 공모(응모) 건수 확인

영문잡지 SEOUL 발행 120천부 180천부 180천부 발행부수 확인(천부)

서울거주 외국인·재외동포 등 대상 마케팅(건수) - 4회 5회 개최(지원) 횟수 확인

문화·스포츠·게임산업 등 행사지원을 통한 서울 이
미지 홍보

14건 14건 20건 실시건수 확인

한류행사 후원(국내·외) 10회 3회 3회 후훤횟수 확인

브랜드활용 프로모션 횟수 - 20회 20회 실시횟수 확인

0211 거주 외국인 등을 통한 서울마케팅 145,000 140,000 -5,000

18,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  ㅇ서울이야기 공모전

500,000원*10명 5,000    ·심사수당

1,000,000원 1,000    ·작품집 등 우편발송

4,000,000원 4,000    ·번역,감수,상장제작 등

8,000  ㅇ서울거주 외국인 대상 마케팅

4,000,000원*2회 8,000    ·홍보부스,기념품제작

6,000(11-1223-122-301-12) 기타보상금

6,000  ㅇ시상금

2,000,000원*1명 2,000    ·최우수상

1,000,000원*1명 1,000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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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3명 1,500    ·특선

300,000원*5명 1,500    ·입선

16,000(11-1223-122-307-04) 민간행사보조

16,000  ㅇ재외동포 등 대상 마케팅

5,000,000원*2회 10,000    ·한인 등 관련행사 지원

3,000,000원*2회 6,000    ·홍보물 제작 지원

100,000(11-1223-220-307-05) 민간위탁금

100,000,000원*1식 100,000  ㅇ영문잡지 SEOUL발행

0412 문화, 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284,000 138,250 -145,750

21,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21,000  ㅇ스포츠 마케팅

2,000,000원*10대*50% 10,000    ·농구골대 교체사업

10,000원*500명 5,000    ·3 on3 길거리농구대회

3,000,000원*2개 6,000    ·경기장내 대형 현수막 제작

92,250(11-1223-122-201-02) 행사운영비

79,500  ㅇ게임 행사를 통한 마케팅

20,000,000원*1식 20,000    ·게임페스티벌(홍보및무대설치등)

59,500,000원*1식 59,500    ·이미진 컵2007 서울대회

12,750  ㅇ문화행사를 통한 마케팅

12,750,000원*1식 12,750    ·B-Boy 댄스대회 개최

25,000(11-1223-122-307-04) 민간행사보조

25,000  ㅇ문화행사를 통한 마케팅

100,000원*150명 15,000    ·문화원정대 지원

100,000원*100명 10,000    ·대학생 자전거 국토대장정 지원

0426 한류를 통한 서울마케팅 120,000 40,000 -80,000

40,000(11-1223-122-307-04) 민간행사보조

40,000  ㅇ한류스타 및 행사 후원

10,000,000원*2회 20,000    ·팬사인회

20,000,000원 20,000    ·여행사 등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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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2007 X-게임 JAM 서울대회 개최 71,000 46,000 -25,000

26,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9,500,000원*2개소 19,000  ㅇ대회 홍보(홍보탑 등)

7,000  ㅇ선수교통지원 및 투어 등

300,000원*3대*3일 2,700    ·교통지원

43,000원*100명 4,300    ·투어 등

20,000(11-1223-122-201-02) 행사운영비

100,000원*200명 20,000  ㅇ환영만찬 및 기념품 등

0432 캐릭터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0 44,000 44,000

44,0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44,000,000원 44,000  ㅇ기념품 개발 제작 및 홍보

서울컨벤션 산업 지원 강화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성과목표 : 435,000 1,732,400 1,297,400
(X100,000) (X0) (X-1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건수 103건 120건 130건 지원건수 확인

0417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435,000 1,732,400 1,297,400
(X 100,000) (X 0) (X-100,000)

32,40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32,400  ㅇ국제회의참가자 마케팅

3,000,000원*4회 12,000    ·홍보부스 제작비

3,000,000원*4회 12,000    ·체험이벤트

1,500,000원*4회 6,000    ·기념품 제작

100,000원*3일*2명*4회 2,400    ·안내요원 운영 등

1,700,000(11-1223-122-307-02) 민간경상보조

1,700,000  ㅇ서울컨벤션뷰로 사업 지원

1,700,000    ·국제회의 유치지원

1,700,000,000원 1,700,000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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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전략목표 : 386,000 601,380 215,380

시민의견수렴을 통한 시책사업 효율성 제
고

성과목표 : 308,000 303,380 -4,62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정여론조사, 심층집단면접 실시 28건 30건 32건 실시 건수 확인

시정모니터 운영(결과반영율) 73% 74% 74% 결과반영율 확인

0201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171,000 183,030 12,030

143,03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20원*10매*1,500부*25회*1.1 8,250  ㅇ질문지 인쇄

115,500  ㅇ전화,면접 실사비

2,500원*1,000명*21회 52,500    ·전화

6,000원*1,500명*7회 63,000    ·면접

30,000원*4일*6명*20회 14,400  ㅇ입력,검증원 등

4,880  ㅇ시정여론조사 자문수당

100,000원*10명*2회 2,000    ·회의참석

20,000원*6명*24회 2,880    ·인터넷 자문

40,000(11-1223-122-301-10) 행사실비보상금

14,000  ㅇ심층집단면접조사

70,000원*5그룹*10명*2회 7,000    ·토론자 사례비

700,000원*5그룹*1명*2회 7,000    ·진행자 사례비

26,000  ㅇ면접/인터넷조사 답례품

2,000원*2,000명*6회 24,000    ·면접조사

5,000원*100명*4회 2,000    ·인터넷조사

0203 국내외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137,000 120,350 -16,650

80,350(11-1223-122-201-01) 일반운영비

68,475  ㅇ시정모니터 운영

6,950    ·인쇄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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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800명 4,400      -위촉장

3,000원*850부 2,550      -오리엔테이션 교재

5,000,000원 5,000    ·광고료

51,940    ·원고료

50,000원*5건*10회 2,500      -우수의견 채택료

30,000원*20건*10회 6,000      -준우수의견 채택료

10,000원*800명*0.38*11회 33,440      -의견제출자 답례품

10,000,000원*1식 10,000      -연말인센티브

4,585,000원 4,585    ·우편료

3,275  ㅇ해외모니터 운영

5,500원*50명 275    ·위촉장

20,000원*50명*2회 2,000    ·우편요금

20,000원*50명 1,000    ·홍보물

8,600  ㅇ디카모니터

5,500원*100명*2회 1,100    ·위촉장

800,000원 800    ·인쇄비

700,000원 700    ·우편요금

5,000원*600건*2회 6,000    ·원고료

24,000(11-1223-122-301-10) 행사실비보상금

80,000원*50명*6회 24,000  ㅇ현장모니터 활동비

16,000(11-1223-122-301-12) 기타보상금

200,000원*50명*0.4*3회 12,000  ㅇ해외모니터 활동비

1,000,000원*2명*2회 4,000  ㅇ디카모니터 시상금

시민참여 및 민간 홍보채널 네트워크 강화성과목표 : 78,000 298,000 22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상상 제안 접수 건수 - 8,000건 10,000건 제안 접수건수 확인

커뮤니티 게시물 수 28,000건 29,000건 29,000건 커뮤니티 게시물  DB 확인

서울in 블로그 콘텐츠 활용건수 - 200건 200건 콘텐츠 활용건수 확인

시정홍보대사 참여 횟수 10회 20회 25회 홍보대사 참여 횟수 확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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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 46,000 26,000 -20,000

6,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6,000  ㅇ일반운영비

15명*4회*50,000원 3,000    · 간담회

15명*2회*100,000원 3,000    · 기념품

20,000(11-1221-122-301-10) 행사실비보상금

20명*1회*1,000,000원 20,000  ㅇ홍보대사활동 보상금

0110 '천만상상 오아시스' 포털사이트 운영 0 250,000 250,000

150,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150,000,000원 150,000  ㅇ포털사이트 보완·운영

22,000(11-1221-122-301-12) 기타보상금

22,000  ㅇ창의·상상제안 이벤트

30,000원*35명*12회 12,600    ·지정주제 우수의견

10,000원*20명*11회 2,200    ·지정주제 의견 추첨

30,000원*10명*12회 3,600    ·퀴즈/게임 추첨

30,000원*10명*12회 3,600    ·설문/투표 추첨

8,000(11-1221-122-303-01) 포상금

1,000,000원*4회*2개부서 8,000  ㅇ우수실행 부서

70,000(11-122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00원 70,000  ㅇ하드웨어 구입(미디어서버 등)

0217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활용 32,000 22,000 -10,000

22,000(11-1221-122-201-01) 일반운영비

22,000  ㅇ커뮤니티 운영

20,000,000원 20,000    · 이벤트

20,000원*50개동호회*2회 2,000    · 시삽 간담회

일반예산전략목표 : 4,522,660 5,012,026 489,366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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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산성과목표 : 4,522,660 5,012,026 489,36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9901 인건비 3,652,666 4,120,764 468,098

1,347,628(11-1221-110-101-01) 기본급

1,105,778  ㅇ일반직(40명)

56,356,000원*2명*1.016 114,516    · 4급

2,748,500원*8명*12월*1.016 268,078    · 5급

2,284,600원*14명*12월*1.016 389,954    · 6급

1,755,800원*15명*12월*1.016 321,101    · 7급

994,800원*1명*12월*1.016 12,129    · 9급

150,508  ㅇ기능직(9명)

2,092,700원*1명*12월*1.016 25,515    · 7등급

1,376,400원*6명*12월*1.016 100,687    · 9등급

996,800원*2명*12월*1.016 24,306    · 10등급

93,649,083원*0.96*1.016 91,342  ㅇ정근수당

388,110(11-1221-110-101-02) 수당

255,131  ㅇ초과근무수당

217,395    · 일반직(38명)

9,471원*8명*59시간*12월*1.016 54,503      - 5급

8,036원*14명*59시간*12월*1.016 80,928      - 6급

7,210원*15명*59시간*12월*1.016 77,796      - 7급

5,794원*1명*59시간*12월*1.016 4,168      - 9급

37,736    · 기능직(9명)

7,210원*1명*59시간*12월*1.016 5,187      - 7등급

5,794원*6명*59시간*12월*1.016 25,007      - 9등급

5,242원*2명*59시간*12월*1.016 7,542      - 10등급

16,176  ㅇ자녀학비 보조수당(47명)

56,400원*49명*4회*0.19 2,101    · 중학교

422,400원*49명*4회*0.17 14,075    · 고등학교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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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7  ㅇ가족수당(49명)

30,000원*49명*0.80*12월 14,112    · 배우자

20,000원*49명*1.44*12월 16,935    · 기타가족

52,320  ㅇ정근수당가산금(50명)

130,000원*8명*12월 12,480    · 25년 이상

110,000원*12명*12월 15,84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13명*12월 12,480    · 15년 - 20년 미만

60,000원*11명*12월 7,92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6명*12월 3,600    · 5년 - 10년 미만

360  ㅇ위험근무수당

30,000원*1명*12월 360    · 을종

1,512  ㅇ특수업무수당(4명)

40,000원*1명*12월 480    · 자동차운전수당

50,000원*1명*12월 600    · 전산수당(3년이상)

36,000원*1명*12월 432    · 장려수당(통신)

30,000원*79명*12월*1.25%*3*0.8 854  ㅇ업무대행수당

1,141,770,000원*0.49*4.8% 26,855  ㅇ대우공무원수당

50,000원*2명*12월 1,200  ㅇ모범공무원수당

400,000원*79명*12월*0.7% 2,655  ㅇ육아휴직수당

123,240(11-122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79명*12월 123,240  ㅇ정액급식비

73,200(11-1221-110-101-04) 교통보조비

73,200  ㅇ교통보조비

140,000원*8명*12월 13,440    · 5급

130,000원*30명*12월 46,800    · 6,7급

120,000원*9명*12월 12,960    · 8급이하

114,177(11-1221-110-101-05) 명절휴가비

95,147,500원*120% 114,177  ㅇ명절휴가비

190,295(11-1221-110-101-06) 가계지원비

95,147,500원*200% 190,295  ㅇ가계지원비

55,097(11-1221-110-101-07) 연가보상비

55,097  ㅇ연가보상금

100,201,250원*10일*0.033333*70% 23,381    · 연봉계약제(전임형)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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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47,500원*10일*0.033333 31,716    · 월급제

1,300,729(11-1221-110-101-08) 기타직보수

1,246,757  ㅇ 계약직(30명)

1,087,899    · 기본급

65,598,000원*4명*1.016 266,591      - 가급(4명)

34,673,000원*1명*1.016 35,228      - 나급(1명)

33,192,000원*10명*1.016 337,231      - 다급(10명)

29,452,000원*15명*1.016 448,849      - 라급(15명)

1,725    · 자녀학비보조

56,400원*30명*4회*0.03 204      - 중학교

422,400원*30명*4회*0.03 1,521      - 고등학교

8,028    · 가족수당

30,000원*30명*12월*0.35 3,780      - 배우자

20,000원*30명*12월*0.59 4,248      - 기타가족

210,600원*12월*59시간 149,105    · 시간외수당

53,972  ㅇ 비전임계약직

53,972    · 기본급(연봉)

13,676,000원*3명*1.016 41,685      - 라급

12,093,000원*1명*1.016 12,287      - 마급

14,771(11-122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14,771  ㅇ저소득자녀

25,128원*2명*248일 12,464    · 인부임

2,300원*2명*248일 1,141    · 중식비

25,128원*2명*248일*0.0935 1,166    · 4대보험료

95,148(11-1221-121-303-01) 포상금

95,147,500원*100% 95,148  ㅇ성과상여금

338,642(11-1221-121-304-01) 연금부담금

250,953  ㅇ연금 부담금

1,285,432,000원*11.601% 149,123    · 일반대상자

1,202,415,000원*0.73*11.601% 101,830    · 연봉제(계약직포함)

82,475  ㅇ퇴직수당부담금

1,285,432,000원*3.8126% 49,009    · 일반대상자

1,202,415,000원*0.73*3.8126% 33,466    · 연봉제(계약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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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ㅇ재해보상부담금

1,285,432,000원*0.241% 3,098    · 일반대상자

1,202,415,000원*0.73*0.241% 2,116    · 연봉제(계약직포함)

75,182(11-122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75,182  ㅇ 건강보험 부담금

2,153,850,000원*2.240% 48,247    · 일반대상자

1,202,415,000원*2.240% 26,935    · 연봉제(계약직포함)

4,545(11-1221-121-307-07) 연금지급금

4,545  ㅇ연금지급금

13,676,000원*3명*8.555% 3,510    · 비전임 라급

12,093,000원*1명*8.555% 1,035    · 비전임 마급

9902 기본경비 869,994 891,262 21,268

110,482(11-1221-121-201-01) 일반운영비

727  ㅇ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70명 700    · 사무직

3,000원*9명 27    · 기타직

24,000원*70명 1,680  ㅇ기본사무용종이류

5,000원*79명 395  ㅇ소규모수선비

12,800  ㅇ행정장비수리비

320,000원*40대 12,800    · 본청

50,000원*10팀 500  ㅇ도서구입비

240,000원*79명 18,960  ㅇ기본업무추진급량비

13,920,000원 13,92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55,900  ㅇ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53,000,000원*1식 53,000    ·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2,900,000원*1식 2,900    · 홍보물 우송료및 우편요금

5,600  ㅇ위원회 수당

70,000원*8명*10회 5,600    · 간행물심의위원회 등 수당

110,600(11-1221-121-202-01) 국내여비

1,400,000원*79명 110,600  ㅇ여비(관내,관외)

189,640(11-122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6,000,000원*1명 176,000  ㅇ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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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0원*1명 7,200  ㅇ3급

3,220,000원*2명 6,440  ㅇ4급

165,000(11-122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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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00원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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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00,000원 31,000  ㅇ시책홍보행사 경품

9,540(11-122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540  ㅇ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0,000원*12월)+(5,000원*19명*12월) 5,340    · 홍보담당관

350,000원*12월 4,200    · 마케팅담당관

27,600(11-122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27,600  ㅇ직책급 업무 추진비

600,000원*1명*12월 7,200    · 3급

350,000원*2명*12월 8,400    · 4급

100,000원*10명*12월 12,000    · 5급

164,820(11-1221-121-204-02) 직급보조비

164,820  ㅇ직급 보조비

500,000원*1명*12월 6,000    · 3급

400,000원*2명*12월 9,600    · 4급

250,000원*8명*12월 24,000    · 5급

155,000원*14명*12월 26,040    · 6급(등급)

140,000원*16명*12월 26,880    · 7급(등급)

105,000원*7명*12월 8,820    · 8,9급(등급)

95,000원*2명*12월 2,280    · 10등급

400,000원*3명*12월 14,400    · 계약가급

250,000원*1명*12월 3,000    · 계약나급

155,000원*10명*12월 18,600    · 계약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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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15명*12월 25,200    · 계약라급

55,080(11-122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63명*12월 37,800  ㅇ대민활동비(계약다급이하포함)

17,28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0원*48명*12월 17,280    · 공보업무수행활동비

43,500(11-1223-121-201-01) 일반운영비

14,900  ㅇ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

5,400,000원*1회 5,400    ·주요업무계획

11,875원*100부*8회 9,500    ·각종회의 및 의회자료

40,000원*5단*10cm*3회*1.1 6,600  ㅇ기획공고(광고)료

8,000  ㅇ위원회수당

100,000원*10명*8회 8,000    ·서울마케팅자문단 등

3,500,000원*4회 14,000  ㅇ마케팅관련 민간 컨설팅 등

15,000(11-122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0원 15,000  ㅇ마케팅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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