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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강화기획본부
개    요

□ 조  직 : 1본부 2단 4반(문화전략기획반, 문화브랜드추진반, 관광마케팅반, 관광특구활성화반)

□ 인  력 : 26명(2급 1명, 3급 2명, 4급 2명, 5급이하 21명)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 %

일반회계

계 14,814 100 - - 14,814 -

인 건 비 1,723 11.6 - - 1,723 -

기본경비 404 2.7 - - 404 -

사 업 비 12,687 85.7 - - 12,687 -

기    타 - - - - - -

기관임무

  문화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서울의 국제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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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지표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문화브랜드

∘청계천 방문객수 천명
30,000 35,000 40,000 50,000 50,000

∘N서울타워 방문객수 천명 - 900 950 1,000 1,100

문화산업

∘문화벤처전문펀드 조성 억원
200 500 500 500

∘e-sports 전용경기장 건립 공정율 % 10
(10)

20
(30)

70
(100)

-

관광마케팅

∘산업관광자원 관광상품화 실적 개 2 3 3 4

∘외국인관광객수 천명 6,150 6,750 7,600 9,300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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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체계                                               예산규모  

                           

전략목표  1건

성과목표 3건

주요사업 19건 

전략 Ⅰ : 문화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서울의  국제

 경쟁력 제고

           (85.6%)

(단위 :  백만원)

14,814

일반예산 (14.4%)

『전략목표 Ⅰ』

문화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서울의 국제경쟁력 제고

(2단, 4반)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14,814 14,814 0경쟁력강화기획본부

12,687 12,687 0전략목표 1: 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서울의 국제경쟁력 제고

5,738 5,738 0성과목표 1-1: 서울의 문화브랜드 가치 제고

-청계천 방문인원 30백만명 35백만명 40백만명 청계천 방문객 수 확인

-인사동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 5% 10% 80% 공정율 확인

-충무로 영화인의 거리 조성 공정률 5% 100% 공정율 확인

-N 서울타워 방문인원 900천명 950천명 방문객수 확인

1,585 1,585 0성과목표 1-2: 문화산업을 서울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문화벤처 펀드조성액 200억원 500억원 펀드 조성액 확인

-창업공간 확보 50실 확보 50실 입주 창업공간 확보 및 창업자 입주실적 확인

-문화인력 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초청인원) 10명 10명 10명 초청자 수 확인

-문화인력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세미나 개최 횟수 10회 10회 세미나 개최 횟수 확인

-세계 게임올림픽 개최 e-페스티벌 개최 e-스포츠연맹창설 초청자 수 확인

- e- sports 전용경기장 건립 공정율(%) 10% 30%

5,364 5,364 0성과목표 1-3: 관광객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 강화

-산업관광자원 관광상품화 실적 2개 3개 업관광자원 관광상품화 여부 확인

-김포공항 셔틀노선 운행지 수 하네다 하네다 하네다,북경 김포공항 셔틀노선 확대 운영지 확인

-중국풍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베이징로 지정 상징물 등 설치 베이징로 지정여부 확인

-관광마케팅 전문기구 설립 기본계획 수립 임시기구 운영 전문기구 운영 임시,전담기구 설치,운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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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한류 이벤트공연 관광상품화 건수 공연기획 연2회 한류 이벤트공연 상품화 여부 확인

-관광 홍보부스 방문자 수 3천명(제주) 20천명(베이징) 방문자 수 확인

-외국 관광인원 6,150천명 6,750천명 7,600천명 외국인 관광객 수 확인

0 0 0성과목표 1-4: 매력있는 서울형 관광상품 개발

0 0 0성과목표 1-5: 관광편의 향상을 위한 관광객 수용테세 개선

0 0 0성과목표 1-6: 마케팅을 통한 서울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0 0 0전략목표 2: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조성

0 0 0성과목표 2-1: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0 0 0성과목표 2-2: 기업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0 0 0성과목표 2-3: 사업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제고

0 0 0성과목표 2-4: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2,128 2,128 0전략목표 9: 일반예산

2,128 2,128 0성과목표 9-9: 일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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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단 명 세 서



경쟁력강화기획본부 0 14,814,489 14,814,489

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서울의 국제
경쟁력 제고

전략목표 : 0 12,686,750 12,686,750

서울의 문화브랜드 가치 제고성과목표 : 0 5,738,000 5,738,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청계천 방문인원 30백만명 35백만명 40백만명 청계천 방문객 수 확인

인사동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 5% 10% 80% 공정율 확인

충무로 영화인의 거리 조성 공정률 5% 100% 공정율 확인

N 서울타워 방문인원 900천명 950천명 방문객수 확인

0101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 0 2,428,000 2,428,000

260,000(11-2161-122-201-01) 일반운영비

260,000  ㅇ청계천창작 지원센터 설치운영

30,000원*200평*1개소*10월 60,000    ·공공요금등 관리비

100,000원*200평*1개소*10월 200,000    ·건물임차료

100,000(11-2161-220-307-05) 민간위탁금

100,000,000원 100,000  ㅇ주말카페거리운영

1,550,000(11-2161-220-401-01) 시설비

270,000  ㅇ수상패션무대 설치

40,000,000원 40,000    ·수상데크(무대)

20,000,000원 20,000    ·장비외함제작

180,000,000원 180,000    ·무대조명,콘트롤러

30,000,000원 30,000    ·음향시스템

450,000  ㅇ판잣집 테마존

162,000,000원 162,000    ·기초 및 골조공사

60,000,000원 60,000    ·전기공사

60,000,000원 60,000    ·설비공사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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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0원 150,000    ·모형제작

18,000,000원 18,000    ·설명패널

290,000  ㅇ디지털 상징조명탑

45,000,000원 45,000    ·기초마감공사

35,000,000원 35,000    ·전기, 조명공사

210,000,000원 210,000    ·조형물제작설치

300,000  ㅇ디지털아쿠아리움

10,000,000원 10,000    ·의장공사

10,000,000원 10,000    ·조명공사

100,000,000원 100,000    ·영상시스템

150,000,000원 150,000    ·분수시스템

30,000,000원 30,000    ·s/w

200평*1,200,000원*1개소 240,000  ㅇ건물 리모델링

518,000(11-216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30,000  ㅇ모바일투어가이드

800,000원*300대 240,000    ·단말기(PDA 300대)

100,000,000원 100,000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90,000,000원 90,000    ·소프트웨어 개발비

44,000,000원*2개 88,000  ㅇ인포테인먼트 키오스크

0107 남산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 0 2,910,000 2,910,000

20,000(11-2161-122-201-01) 일반운영비

20,000,000원 20,000  ㅇ남산스토리텔링 개발

300,000(11-2161-220-307-05) 민간위탁금

300,000,000원 300,000  ㅇ남산봉수대 재현행사 위탁

2,120,000(11-2161-220-401-01) 시설비

520,000  ㅇ보행편의시설 개선

20,000000원 20,000    ·설계용역비

10,000,000원*20m 200,000    ·팔각정 입구(20m)

7,500,000원*40m 300,000    ·분수대 진입로(40m)

1,600,000  ㅇ엔터테인먼트 경관조명설치

60,000,000원 60,000    ·설계용역비

1,540,000,000원 1,540,000    ·재료비 및 공사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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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11-2161-220-401-02) 감리비

100,000,000원 100,000  ㅇ엔터테인먼트 경관조명 설치 감리비

30,000(11-2161-220-401-03) 시설부대비

30,000,000원 30,000  ㅇ남산접근로개선등 부대비

340,000(11-216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ㅇ남산봉수대 행사관련 장비구입

20,000,000원 20,000    ·복식,무기,소품,악기류 등

20,000,000원 20,000    ·부대장비(음향기기, 사물함등)

300,000,000원 300,000  ㅇ조선시대 무기전시 모형제작

0135 인사동 전통문화 콤플렉스 건립 0 400,000 400,000

400,000(11-2161-220-401-01) 시설비

400,000,000원 400,000  ㅇ인사동 전통문화컴플렉스건립 설계비

문화산업을 서울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성과목표 : 0 1,584,750 1,584,75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문화벤처 펀드조성액 200억원 500억원 펀드 조성액 확인

창업공간 확보 50실 확보 50실 입주 창업공간 확보 및 창업자 입주실적 확인

문화인력 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초청인원) 10명 10명 10명 초청자 수 확인

문화인력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세미나 개최 횟수 10회 10회 세미나 개최 횟수 확인

세계 게임올림픽 개최 e-페스티벌 개최 e-스포츠연맹창설 초청자 수 확인

e- sports 전용경기장 건립 공정율(%) 10% 30%

0102 영화산업 육성 지원 0 784,750 784,750

100,000(11-2161-122-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  ㅇ독립영화 제작지원

55,000,000원 55,000    ·장편영화 2작품

35,000,000원 35,000    ·단편영화 8작품

100,000원*10명*4회 4,000    ·심사위원 수당

3,000,000원*2회 6,000    ·광고비(영화잡지)

176,000(11-2161-220-402-02) 민간대행사업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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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00  ㅇ충무로 영상센터 시설확충

159,500,000원 159,500    ·장비,기자재

16,500,000원 16,500    ·시설개보수

508,750(11-2161-22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8,750  ㅇ영화인의 거리 지중화 사업

3,000,000원*230m*25% 172,500    ·전기전력 지중화사업

345,000,000원*25% 86,250    ·정보통신망 지중화사업

20,000,000원*25개*50% 250,000  ㅇ영화인의 거리 Glass Road 조성

0108 서울 e-sports 페스티벌 개최 0 800,000 800,000

700,000(11-2161-122-201-02) 행사운영비

600,000  ㅇ페스티벌

100,000    ·초청경비

2,500,000원*20명 50,000      -선수단

2,500,000원*20명 50,000      -해외보도진

60,000    ·전야행사경비

60,000,000원 60,000      -시설, 장비 물품임차료

310,000    ·본행사경비

200,000,000원 200,000      -문화공연

100,000,000원 100,000      -장비임차 등

10,000,000원 10,000      -기타 진행경비

100,000,000원 100,000    ·국내외 홍보

30,000,000원 30,000    ·기념품 등

100,000  ㅇ국제세미나

35,000    ·초청경비

5,000,000원*6명 30,000      -해외

1,000,000원*5명 5,000      -국내

30,000,000원 30,000    ·행사장 임차

10,000,000원 10,000    ·환영,환송만찬

25,000,000원 25,000    ·기타 행사 진행경비

100,000(11-2161-220-401-04) 행사관련시설비

100,000,000원 100,000  ㅇ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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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 강화성과목표 : 0 5,364,000 5,364,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산업관광자원 관광상품화 실적 2개 3개 업관광자원 관광상품화 여부 확인

김포공항 셔틀노선 운행지 수 하네다 하네다 하네다,북경 김포공항 셔틀노선 확대 운영지 확인

중국풍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베이징로 지정 상징물 등 설치 베이징로 지정여부 확인

관광마케팅 전문기구 설립 기본계획 수립 임시기구 운영 전문기구 운영 임시,전담기구 설치,운영 여부 확인

한류 이벤트공연 관광상품화 건수 공연기획 연2회 한류 이벤트공연 상품화 여부 확인

관광 홍보부스 방문자 수 3천명(제주) 20천명(베이징) 방문자 수 확인

외국 관광인원 6,150천명 6,750천명 7,600천명 외국인 관광객 수 확인

0103 서울관광 마케팅 추진 0 4,600,000 4,600,000

1,200,000(11-2161-122-201-01) 일반운영비

200,000  ㅇ중화권 시장 마케팅 광고제작

4,000,000원*3편 12,000    ·기획,연출,번역

5,000,000원*3편 15,000    ·촬영,편집 등

4,000,000원*3편 12,000    ·컴퓨터그래픽

160,000    ·배우출연비

100,000,000원 100,000      -주연

60,000,000원 60,000      -조연

1,000,000원 1,000    ·기타 분장료 등

1,600,000원*625회 1,000,000  ㅇ중화권 시장 광고방송

700,000(11-2161-122-307-02) 민간경상보조

700,000  ㅇ중화권  서울로케이션 유치

500,000,000원 500,000    ·서울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100,000,000원 100,000    ·영상물 촬영지 홍보비(화보,메거진 제작)

100,000,000원 100,000    ·서울로케이션 홍보마케팅(현지투어,팸투어 등)

2,600,000(11-2161-220-307-05) 민간위탁금

2,600,000  ㅇ마케팅 활성화 사업

20,000,000원 20,000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1,000,000,000원 1,000,000    ·특화 마케팅 개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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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0원 400,000    ·계기별 마케팅 개발 시행

300,000,000원 300,000    ·민간 공동 프로모션 개발 시행

30,000,000원 30,000    ·국내외 설명회 및 자료배포

400,000,000원 400,000    ·관광특화 홍보물 제작 배포

300,000,000원 300,000    ·도시형 관광상품 개발

100,000,000원 100,000    ·TOP별 특화상품 개발

50,000,000원 50,000    ·서울추천코스 30선 개발 활용

100,000(11-2161-220-402-01) 민간자본보조

100,000,000원 100,000  ㅇ인사동 홈페이지 구축지원

0104 한강수상 스포츠 대회 개최 0 390,000 390,000

390,000(11-2161-122-201-02) 행사운영비

340,000  ㅇ한강 외줄타기 대회

180,000,000원 180,000    ·외국인 선수 초청

50,000,000원 50,000    ·줄타기 시연

30,000,000원 30,000    ·개,폐막식

50,000,000원 50,000    ·LED 영상장비 등 임차

30,000,000원 30,000    ·기타 행사진행비 등

50,000  ㅇ한강종단 수영마라톤 대회

30,000,000원 30,000    ·경기진행(인건비 등)

10,000,000원 10,000    ·외국선수초청

5,000,000원 5,000    ·대회준비위원회 구성

5,000,000원 5,000    ·대회 홍보비 등

0105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0 74,000 74,000

20,000(11-2161-122-301-07) 민간인국외여비

20,000  ㅇ2013 세계수영권대회유치

20,000,000원 20,000    ·2007 맬버른대회 참관비

30,000(11-2161-220-207-01) 용역비

30,000  ㅇ2013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30,000,000원 30,000    ·유치타당성 용역비

24,000(11-2161-220-307-05) 민간위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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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  ㅇ월드컵 트라이 애슬런 대회 유치

3,500,000원*3명 10,500    ·2007 독일대회 유치설명회 참석

500,000원*2개소*3명 3,000    ·국내 대회 참관

3,500,,000원*1개소*3명 10,500    ·국제대회 참관

0134 동대문 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지원 0 300,000 300,000

300,000(11-2161-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00,000원 300,000  ㅇ약령시 한의학 문화축제 지원

일반예산전략목표 : 0 2,127,739 2,127,739

일반예산성과목표 : 0 2,127,739 2,127,73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9901 인건비 0 1,723,466 1,723,466

1,033,307(11-2161-110-101-01) 기본급

988,865  ㅇ봉급계

929,974    ·일반직

72,291,000원*1명*1.016 73,448      -2급

64,405,000원*2명*1.016 130,871      -3급

56,356,000원*4명*1.016 229,031      -4급

2,748,500원*6명*12월*1.016 201,059      -5급

2,284,600원*6명*12월*1.016 167,124      -6급

1,755,800원*6명*12월*1.016 128,441      -7급

58,891    ·기능직

1,726,900원*2명*12월*1.016 42,109      -8급

1,376,400원*1명*12월*1.016 16,782      -9급

46,292,917원*0.96 44,442  ㅇ정근수당

199,788(11-2161-110-101-02) 수당

120,144  ㅇ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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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80    ·일반직

9,471원*6명*12월*59시간*1.016 40,877      -5급

8,036원*6명*12월*59시간*1.016 34,684      -6급

7,210원*6명*12월*59시간*1.016 31,119      -7급

13,464    ·기능직

6,461원*2명*12월*59시간*1.016 9,296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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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74  ㅇ가족수당

30,000원*26명*12월*0.80 7,488    ·배우자

20,000원*26명*12월*1.44 8,986    ·기타가족

8,584  ㅇ자녀학비보조수당

56,400원*26명*4회*0.19 1,115    ·중학교

422,400원*26명*4회*0.17 7,469    ·고등학교

25,920  ㅇ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2명*12월 3,120    ·25년 이상

110,000원*6명*12월 7,920    ·20년이상25년미만

80,000원*8명*12월 7,680    ·15년이상20년미만

60,000원*10명*12월 7,200    ·10년이상15년미만

600  ㅇ특수업무수당

50,000원*1명*12월 600    ·기술업무수당(5급)

555,515,000원*0.49*4.8% 13,066  ㅇ대우공무원수당

50,000원*1명*12월 600  ㅇ모범공무원수당

400,000원*3명*12월 14,400  ㅇ육아휴직수당

43,680(11-216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28명*12월 43,680  ㅇ정액급식비

33,120(11-2161-110-101-04) 교통보조비

140,000원*6명*12월 10,080  ㅇ5급

130,000원*12명*12월 18,720  ㅇ6,7급

120,000원*3명*12월 4,320  ㅇ8급이하

55,552(11-2161-110-101-05) 명절휴가비

46,292,917원*120% 55,552  ㅇ명절휴가비

92,586(11-2161-110-101-06) 가계지원비

46,292,917원*200% 92,586  ㅇ가계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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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8(11-2161-110-101-07) 연가보상비

36,112,500원*10일*1/30*70% 8,427  ㅇ연봉계약(전임형)

46,292,917원*10일*1/30 15,431  ㅇ월급제

14,771(11-216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14,771  ㅇ저소득자녀부업알선

25,128원*2명*248일 12,464    ·인부임

2,300원*2명*248일 1,141    ·중식비

25,128원*2명*248일*93.5/1000 1,166    ·4대보험료

46,293(11-2161-121-303-01) 포상금

46,292,917원*100% 46,293  ㅇ성과상여금

147,504(11-2161-121-304-01) 연금부담금

109,308  ㅇ연금부담금

625,877,000원*11.601% 72,608    ·일반대상자

433,350,000원*11.601%*0.73 36,700    ·연봉제

35,924  ㅇ퇴직수당부담금

625,877,000원*3.8126% 23,863    ·일반대상자

433,350,000원*3.8126%*0.73 12,061    ·연봉제

2,272  ㅇ재해보상부담금

625,877,000원*0.241% 1,509    ·일반대상자

433,350,000원*0.241%*0.73 763    ·연봉제

33,007(11-216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1,040,114,000원*2.240% 23,299  ㅇ일반대상자

433,350,000원*2.240% 9,708  ㅇ연봉제

9902 기본경비 0 404,273 404,273

107,973(11-2161-121-201-01) 일반운영비

239  ㅇ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23명 230    ·사무직

3,000원*3명 9    ·기타직

24,000원*26명 624  ㅇ기본사무용종이류

5,000원*26명 130  ㅇ소규모수선비

320,000원*10대 3,200  ㅇ행정장비수리비

50,000원*6팀 300  ㅇ도서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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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원*26명 6,240  ㅇ기본업무추진급량비

8,750,000원*4분기 35,000  ㅇ인쇄비및유인물제작비

5,000원*26명*248일 32,24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30,000  ㅇ위원회 수당

100,000원*10명*15회 15,000    ·문화산업 육성분야 자문위원회

100,000원*10명*15회 15,000    ·관광마케팅분야 자문위원회

36,400(11-2161-121-202-01) 국내여비

1,400,000원*26명 36,40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36,280(11-216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000원*1명 9,000  ㅇ2급

7,200,000원*2명 14,400  ㅇ3급

3,220,000원*4명 12,880  ㅇ4급

78,000(11-216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8,000,000원 78,000  ㅇ경쟁력강화 주요시책추진

8,400(11-216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000원*2개반*12월)+(250,000원*2개반*12월) 8,400  ㅇ4개반

46,200(11-216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650,000원*1명*12월 7,800  ㅇ2급

600,000원*2명*12월 14,400  ㅇ3급

350,000원*4명*12월 16,800  ㅇ4급

100,000원*6명*12월 7,200  ㅇ5급

82,020(11-2161-121-204-02) 직급보조비

650,000원*1명*12월 7,800  ㅇ2급

500,000원*2명*12월 12,000  ㅇ3급

400,000원*4명*12월 19,200  ㅇ4급

250,000원*6명*12월 18,000  ㅇ5급

155,000원*6명*12월 11,160  ㅇ6급

140,000원*6명*12월 10,080  ㅇ7급

105,000원*3명*12월 3,780  ㅇ8,9급

9,000(11-216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15명*12월 9,000  ㅇ대민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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