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4,460,737,185 13,962,25914,474,699,444

300 지방교부세 121,029,100 841,590121,870,690

310 지방교부세 121,029,100 841,590121,870,690

311 지방교부세 121,029,100 841,590121,870,690

02 특별교부세 1,029,100 841,5901,870,690

187,500< 정보화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

187,500ㅇ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187,500,000원

471,673< 재무국 세제과 >

471,673ㅇ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 471,673,000원

182,417< 행정국 행정과 >

182,417ㅇ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182,417,000원

500 보조금 1,381,443,662 13,120,6691,394,564,331

510 국고보조금등 1,381,443,662 13,120,6691,394,564,331

511 국고보조금등 1,381,443,662 13,120,6691,394,564,331

01 국고보조금 1,286,060,710 8,236,2211,294,296,931

301,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50,000ㅇ 송파어린이 작은도서관 50,000,000원

50,000ㅇ 석관동 작은도서관 50,000,000원

50,000ㅇ 대흥동 작은도서관 50,000,000원

50,000ㅇ 통인마을마당 작은도서관 50,000,000원

50,000ㅇ 신도림동 작은도서관 50,000,000원

51,000ㅇ 책누리 작은도서관 51,000,000원

5,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재과 >

5,000,000ㅇ 풍납토성 복원 5,000,000,000원

1,481,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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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00ㅇ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214,000,000원

1,267,000ㅇ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1,267,000,000원

1,144,87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

33,790ㅇ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3,790,000원

52,303ㅇ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52,303,000원

32,000ㅇ 십대여성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32,000,000원

1,026,777ㅇ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026,777,000원

60,576<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

60,576ㅇ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60,576,000원

135,000<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135,000ㅇ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135,000,000원

11,701<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 >

11,701ㅇ 가축방역 11,701,000원

170<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

170ㅇ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70,000원

101,904< 행정국 행정과 >

90,623ㅇ 전시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90,623,000원

11,281ㅇ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11,281,000원

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289,493 1,543,00033,832,493

428,000<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 >

428,000ㅇ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428,000,000원

1,115,00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

1,115,000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115,000,000원

03 기금 63,093,459 3,341,44866,434,907

3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

30,000ㅇ 태권도 관광상품 개발운영 30,000,000원

50,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

50,000ㅇ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50,000,000원

2,521,000<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2,521,000ㅇ ㅇ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521,000,000원

228,202<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 >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2 



42,938ㅇ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42,938,000원

75,000ㅇ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75,000,000원

21,078ㅇ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21,078,000원

89,186ㅇ 국내외재난의료지원 89,186,000원

465,826<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

1,880ㅇ 국가만성병 예방 1,880,000원

10,000ㅇ 심뇌혈관 질병예방관리 10,000,000원

272,818ㅇ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272,818,000원

78ㅇ 보건소 방문보건(직접) 78,000원

1,050ㅇ 보건소 방문보건(지원) 1,050,000원

180,000ㅇ 구강건강관리(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180,000,000원

46,420< 서북병원 원무과 >

7,920ㅇ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지원 7,920,000원

38,500ㅇ 암환자 완화 의료기관 지원 38,5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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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디자인본부 477,400,999 470,588,999 6,812,000

(X64,548,376) (X57,736,376) (X6,812,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79,752,788 79,451,788 301,000

(X10,457,000) (X10,156,000) (X301,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79,572,568 79,271,568 301,000

(X10,457,000) (X10,156,000) (X301,000)

성과목표 : 79,572,568 79,271,568 301,000

(X10,457,000) (X10,156,000) (X301,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문화시설 확충 7,429,000 7,128,000 301,000

(X3,441,000) (X3,140,000) (X301,000)

단위 :

(일반회계)

송파어린이 작은도서관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석관동 작은도서관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대흥동 작은도서관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통인마을마당 작은도서관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신도림동 작은도서관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책누리 작은도서관 51,000 0 51,000

(X51,000) (X51,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1,000

51,000,000원 = 51,000(X51,000)ㅇ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재과부서 : 62,350,159 57,350,159 5,000,000

(X32,151,429) (X27,151,429) (X5,000,0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61,978,331 56,978,331 5,000,000

(X32,151,429) (X27,151,429) (X5,000,000)

성과목표 : 61,978,331 56,978,331 5,000,000

(X32,151,429) (X27,151,429) (X5,000,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문화재 보존 복원 53,222,763 48,222,763 5,000,000

(X31,949,541) (X26,949,541) (X5,000,000)

단위 :

(일반회계)

풍납토성 복원 22,142,857 17,142,857 5,000,000

(X17,000,000) (X12,000,000) (X5,000,000)

(100-401-01) 시설비 5,000,000

5,000,000,000원 = 5,000,000(X5,000,000)ㅇ 토지매입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부서 : 31,326,130 31,296,130 30,000

(X3,015,410) (X2,985,410) (X30,000)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정책 : 31,257,452 31,227,452 30,000

(X3,015,410) (X2,985,410) (X30,000)

성과목표 : 31,257,452 31,227,452 30,000

(X3,015,410) (X2,985,410) (X3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서울문화관광자원 활용 극대화 9,465,196 9,435,196 30,000

(X3,015,410) (X2,985,410) (X30,000)

단위 :

(일반회계)

태권도 관광상품 개발운영 481,000 451,000 30,000

(X30,000) (X3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30,000

30,000,000원 = 30,000(X30,000)ㅇ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부서 : 32,769,948 31,288,948 1,481,000

(X1,481,000) (X1,481,000)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정책 : 22,716,771 21,235,771 1,481,000

(X1,481,000) (X1,481,000)

성과목표 : 22,716,771 21,235,771 1,481,000

(X1,481,000) (X1,481,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16,191,000 14,710,000 1,481,000

(X1,481,000) (X1,481,000)

단위 :

(일반회계)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9,481,000 9,267,000 214,000

(X214,000) (X214,000)

(100-401-01) 시설비 214,000

214,000,000원 = 214,000(X214,000)ㅇ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4,527,000 3,260,000 1,267,000

(X1,267,000) (X1,267,000)

(100-401-01) 시설비 1,267,000

625,000,000원 = 625,000(X625,000)ㅇ 목동야구장 관람석 및 화장실 개선공사

642,000,000원 = 642,000(X642,000)ㅇ 목동주경기장 육상트랙 보수공사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여성가족정책관 910,695,720 909,500,850 1,194,870

(X236,971,188) (X235,776,318) (X1,194,87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47,109,871 45,915,001 1,194,870

(X12,248,737) (X11,053,867) (X1,194,870)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46,274,503 45,079,633 1,194,870

(X12,248,737) (X11,053,867) (X1,194,870)

성과목표 : 46,274,503 45,079,633 1,194,870

(X12,248,737) (X11,053,867) (X1,194,87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여성경제력 강화 27,874,624 26,797,847 1,076,777

(X4,063,777) (X2,987,000) (X1,076,777)

단위 :

(일반회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5,346,277 4,319,500 1,026,777

(X3,758,777) (X2,732,000) (X1,026,777)

(100-307-10) 사회복지보조 1,026,777

1,026,777,000원 = 1,026,777(X1,026,777)ㅇ 직업훈련과정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직업교육훈련과정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18,070,029 17,951,936 118,093

(X8,184,960) (X8,066,867) (X118,093)

단위 :

(일반회계)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374,265 3,340,475 33,790

(X1,517,325) (X1,483,535) (X33,790)

(100-307-05) 민간위탁금 6,590

6,590,000원 = 6,590(X6,590)ㅇ 시립지원시설 운영비

(100-307-10) 사회복지보조 27,200

27,200,000원 = 27,200(X27,200)ㅇ 지원시설 운영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1 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666,697 614,394 52,303

(X359,500) (X307,197) (X52,303)

(100-307-10) 사회복지보조 52,303

52,303,000원 = 52,303(X52,303)ㅇ 구조지원사업비

십대여성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362,777 330,777 32,000

(X77,525) (X45,525) (X32,000)

(100-307-05) 민간위탁금 32,000

32,000,000원 = 32,000(X32,000)ㅇ 청소년지원시설 심리프로그램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2 여성가족정책관



정보화기획단 83,431,841 83,183,765 248,076

(X9,509,118) (X9,448,542) (X60,576)

정보화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부서 : 7,889,256 7,701,756 187,500

(X1,445,101) (X1,445,101)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책 : 7,845,960 7,658,460 187,500

(X1,445,101) (X1,445,101)

성과목표 : 7,845,960 7,658,460 187,500

(X1,445,101) (X1,445,101)

성과지표 :  2010 20122011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강화 3,637,391 3,449,891 187,500단위 :

(일반회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487,500 300,000 187,500

(100-201-02) 공공운영비 187,500

187,500,000원 = 187,500ㅇ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부서 : 17,827,181 17,766,605 60,576

(X615,459) (X554,883) (X60,576)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정책 : 13,610,837 13,550,261 60,576

(X615,459) (X554,883) (X60,576)

성과목표 : 13,610,837 13,550,261 60,576

(X615,459) (X554,883) (X60,576)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정보화교육 2,380,321 2,319,745 60,576

(X615,459) (X554,883) (X60,576)

단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1 정보화기획단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1,134,538 1,073,962 60,576

(X610,459) (X549,883) (X60,576)

(100-201-01) 사무관리비 96

96,000원 = 96(X96)ㅇ 인터넷중독예방운영

(100-307-02) 민간경상보조 60,480

60,480,000원 = 60,480(X60,480)ㅇ 인터넷중독상담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2 정보화기획단



경제진흥본부 439,903,093 436,807,392 3,095,701

(X65,886,285) (X62,790,584) (X3,095,701)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부서 : 138,291,544 135,635,544 2,656,000

(X30,471,000) (X27,815,000) (X2,656,000)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정책 : 136,979,775 134,323,775 2,656,000

(X30,471,000) (X27,815,000) (X2,656,000)

성과목표 : 136,979,775 134,323,775 2,656,000

(X30,471,000) (X27,815,000) (X2,656,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사회적 일자리 제공 110,884,948 108,228,948 2,656,000

(X30,401,000) (X27,745,000) (X2,656,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8,467,500 8,332,500 135,000

(X6,801,000) (X6,666,000) (X13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5,000

116,000,000원 = 116,000(X116,000)ㅇ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9,000,000원 = 19,000(X19,000)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521,000 0 2,521,000

(X2,521,000) (X2,521,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448,000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봉제전문인력 일자리창출

98,000,000원 = 98,000(X98,000)ㅇ 포럼사업,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73,000

2,073,000,000원 = 2,073,000(X2,073,000)ㅇ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자치구)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부서 : 88,774,730 88,335,029 439,701

(X31,297,675) (X30,857,974) (X439,701)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70,339,861 70,328,160 11,701

(X21,654,275) (X21,642,574) (X11,701)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1 경제진흥본부



성과목표 : 70,339,861 70,328,160 11,701

(X21,654,275) (X21,642,574) (X11,701)

성과지표 :  2010 20122011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1,297,866 1,286,165 11,701

(X230,981) (X219,280) (X11,701)

단위 :

(일반회계)

가축방역 397,866 386,165 11,701

(X230,981) (X219,280) (X11,701)

(100-206-01) 재료비 11,701

11,701,000원 = 11,701(X11,701)ㅇ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정책 : 18,362,786 17,934,786 428,000

(X9,643,400) (X9,215,400) (X428,000)

성과목표 : 18,362,786 17,934,786 428,000

(X9,643,400) (X9,215,400) (X428,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6,998,599 16,570,599 428,000

(X9,629,600) (X9,201,600) (X428,000)

단위 :

(일반회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2,185,139 11,757,139 428,000

(X9,379,600) (X8,951,600) (X428,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28,000

428,000,000원 = 428,000(X428,000)ㅇ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2 경제진흥본부



복지건강본부 3,342,254,696 3,341,514,078 740,618

(X1,284,590,237) (X1,283,849,619) (X740,618)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부서 : 188,247,660 188,019,458 228,202

(X16,044,719) (X15,816,517) (X228,202)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86,318,210 186,090,008 228,202

(X16,044,719) (X15,816,517) (X228,202)

성과목표 : 186,318,210 186,090,008 228,202

(X16,044,719) (X15,816,517) (X228,202)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13,127,820 12,899,618 228,202

(X7,039,170) (X6,810,968) (X228,202)

단위 :

(일반회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265,000 190,000 75,000

(X120,000) (X45,000) (X75,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75,000

75,000,000원 = 75,000(X75,000)ㅇ 이동식 응급처치 차량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931,824 910,746 21,078

(X447,451) (X426,373) (X21,078)

(100-307-02) 민간경상보조 21,078

21,078,000원 = 21,078(X21,078)ㅇ 응급의료체계구축 및 정보센터운영 등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151,643 62,457 89,186

(X133,386) (X44,200) (X89,18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50

4,150,000원 = 4,150(X4,150)ㅇ 보건소지역단위 DMAT 운영

(100-402-01) 민간자본보조 85,036

85,036,000원 = 85,036(X85,036)ㅇ 응급의료기관 TRS시스템 구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42,938 0 42,938

(X42,938) (X42,938)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1 복지건강본부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390

40,390,000원 = 40,390(X40,390)ㅇ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48

2,548,000원 = 2,548(X2,548)ㅇ 한의약 기능보강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부서 : 64,978,160 64,512,164 465,996

(X29,007,962) (X28,541,966) (X465,996)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64,787,664 64,321,668 465,996

(X29,007,962) (X28,541,966) (X465,996)

성과목표 : 64,787,664 64,321,668 465,996

(X29,007,962) (X28,541,966) (X465,996)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 7,755,203 7,470,505 284,698

(X3,973,531) (X3,688,833) (X284,698)

단위 :

(일반회계)

흡연자 금연 지원서비스 제공 1,730,188 1,457,370 272,818

(X1,730,188) (X1,457,370) (X272,81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2,818

272,818,000원 = 272,818(X272,818)ㅇ 금연클리닉운영비지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310,000 300,000 10,000

(X160,000) (X150,000) (X1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서울시 만성질환예방관리지원사업(당뇨병예방사업)

국가만성병 예방 67,550 65,670 1,880

(X67,550) (X65,670) (X1,880)

(100-201-01) 사무관리비 1,000

1,000,000원 = 1,000(X1,000)ㅇ 지도점검비

(100-307-02) 민간경상보조 880

880,000원 = 880(X880)ㅇ 퇴원환자 조사사업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2 복지건강본부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28,020,021 28,019,851 170

(X11,314,648) (X11,314,478) (X170)

단위 :

(일반회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340,058 3,339,888 170

(X2,246,638) (X2,246,468) (X17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0

170,000원 = 170(X170)ㅇ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27,735,840 27,554,712 181,128

(X13,719,783) (X13,538,655) (X181,128)

단위 :

(일반회계)

보건소 방문보건(직접) 69,862 69,784 78

(X34,970) (X34,892) (X78)

(100-201-01) 사무관리비 78

78,000원 = 78(X78)ㅇ 방문보건 FMTP등

보건소 방문보건(지원) 4,865,990 4,864,940 1,050

(X3,244,343) (X3,243,293) (X1,05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0

1,050,000원 = 1,050(X1,050)ㅇ 방문보건 지원

구강건강관리(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208,700 28,700 180,000

(X208,700) (X28,700) (X18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0,000

180,000,000원 = 180,000(X180,000)ㅇ 구강보건센터설치

서북병원 원무과부서 : 23,640,705 23,594,285 46,420

(X46,420) (X46,420)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정책 : 5,909,456 5,863,036 46,420

(X46,420) (X46,420)

성과목표 : 5,909,456 5,863,036 46,420

(X46,420) (X46,42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3 복지건강본부



서북병원 운영 5,909,456 5,863,036 46,420

(X46,420) (X46,420)

단위 :

(일반회계)

암환자 완화 의료기관 지원 38,500 0 38,500

(X38,500) (X38,500)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228

16,228,000원 = 16,228(X16,228)ㅇ 인건비 및 4대보험료

(100-201-01) 사무관리비 18,772

18,772,000원 = 18,772(X18,772)ㅇ 완화의료 사업운영비 등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

3,500,000원 = 3,500(X3,500)ㅇ 이동형 목욕침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지원 7,920 0 7,920

(X7,920) (X7,920)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40

6,540,000원 = 6,540(X6,540)ㅇ 인건비 및 4대보험료

(100-201-01) 사무관리비 1,200

1,200,000원 = 1,200(X1,200)ㅇ 운영비

(100-202-01) 국내여비 180

180,000원 = 180(X180)ㅇ 출장여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4 복지건강본부



푸른도시국 372,213,286 371,098,286 1,115,000

(X9,423,488) (X8,308,488) (X1,115,00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부서 : 47,010,888 45,895,888 1,115,000

(X1,947,000) (X832,000) (X1,115,0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46,751,184 45,636,184 1,115,000

(X1,947,000) (X832,000) (X1,115,000)

성과목표 : 46,751,184 45,636,184 1,115,000

(X1,947,000) (X832,000) (X1,115,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31,187,100 30,072,100 1,115,000

(X1,947,000) (X832,000) (X1,115,000)

단위 :

(일반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15,000 0 1,115,000

(X1,115,000) (X1,11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15,000

595,000,000원 = 595,000(X595,000)ㅇ 강동구 진흥2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520,000,000원 = 520,000(X520,000)ㅇ 은평구 진관동 298-2~산5-9간도로개설공사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1 푸른도시국



재무국 1,606,593,489 1,606,121,816 471,673

재무국 세제과부서 : 1,023,359,739 1,022,888,066 471,673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정책 : 565,976 94,303 471,673

성과목표 : 565,976 94,303 471,673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재정자주권 확대 565,976 94,303 471,673단위 :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 471,673 0 471,673

(100-306-01) 출연금 471,673

471,673,000원 = 471,673ㅇ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1 재무국



행정국 1,737,811,166 1,737,526,845 284,321

(X2,032,940) (X1,931,036) (X101,904)

행정국 행정과부서 : 1,560,538,701 1,560,254,380 284,321

(X2,032,940) (X1,931,036) (X101,904)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정책 : 8,109,659 7,825,338 284,321

(X1,937,934) (X1,836,030) (X101,904)

성과목표 : 8,109,659 7,825,338 284,321

(X1,937,934) (X1,836,030) (X101,904)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시민참여 강화 8,109,659 7,825,338 284,321

(X1,937,934) (X1,836,030) (X101,904)

단위 :

(일반회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185,820 174,539 11,281

(X185,820) (X174,539) (X11,28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281

11,281,000원 = 11,281(X11,281)ㅇ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274,917 92,500 182,417

(100-201-01) 사무관리비 38,797

3,000,000원 = 3,000ㅇ 오리엔테이션 교육자료

18,000,000원 = 18,000ㅇ 봉사활동 단체조끼 구입

16,500,000원 = 16,500ㅇ 주부모니터단 아이디어 수첩 제작

1,297,000원 = 1,297ㅇ 주부모니터단 교육 및 정책모니터링 등

(100-201-03) 행사운영비 30,000

30,000,000원 = 30,000ㅇ 서울시 워크숍 행사개최비

(100-301-10) 행사실비보상금 16,120

3,120,000원 = 3,120ㅇ 주부모니터단 회의 참석여비

13,000,000원 = 13,000ㅇ 중앙워크숍 주부모니터단 참석비용

(100-301-12) 기타보상금 97,5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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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0,000원 = 97,500ㅇ 정책제안 실적에 따른 기타보상금

전시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90,623 0 90,623

(X90,623) (X90,623)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160

14,160,000원 = 14,160(X14,160)ㅇ 비정규직 보수(보조인력)

(100-201-01) 사무관리비 44,463

44,463,000원 = 44,463(X44,463)ㅇ 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수수료

(100-202-01) 국내여비 7,000

7,000,000원 = 7,000(X7,000)ㅇ 출석증인 및 점검여비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

25,000,000원 = 25,000(X25,000)ㅇ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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