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4,498,433,987 6,538,03014,504,972,017

500 보조금 1,415,948,874 6,538,0301,422,486,904

510 국고보조금등 1,415,948,874 6,538,0301,422,486,904

511 국고보조금등 1,415,948,874 6,538,0301,422,486,904

01 국고보조금 1,307,541,600 5,722,0131,313,263,613

115,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115,000ㅇ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115,000,000원

1,01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35,000ㅇ 은평구립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설치 35,000,000원

975,000ㅇ 화곡동 영어도서관 조성 975,000,000원

1,600,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

1,600,000ㅇ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1,600,000,000원

6,264<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

6,264ㅇ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6,264,000원

328,210<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관 >

64,250ㅇ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64,250,000원

113,960ㅇ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13,960,000원

150,000ㅇ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150,000,000원

1,920,959<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

1,413,277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413,277,000원

380,467ㅇ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380,467,000원

127,215ㅇ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7,215,000원

8,580<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 >

8,580ㅇ 전염병 전문가 교육 8,580,000원

140,000<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

140,000ㅇ 어린이 급식안전 관리센터 설치·운영 140,000,000원

177,000<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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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00ㅇ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177,000,000원

116,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116,000ㅇ 산림병해충 방제 116,000,000원

300,000<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

300,000ㅇ 풍수해 피해 복구 300,000,000원

03 기금 70,681,301 816,01771,497,318

35,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

35,000ㅇ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35,000,000원

34,000<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

34,000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34,000,000원

38,970<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관 >

29,250ㅇ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29,250,000원

9,720ㅇ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9,720,000원

266< 농업기술센터 >

266ㅇ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국가기반기술보급사업) 266,000원

607,781<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 >

189,781ㅇ 중증응급질환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189,781,000원

228,000ㅇ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228,000,000원

190,000ㅇ 병원감염관리 190,000,000원

100,000<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

100,000ㅇ 산모건강관리 10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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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88,303,879 485,543,879 2,760,000

(X75,451,256) (X72,691,256) (X2,76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부서 : 83,147,176 83,032,176 115,000

(X6,638,330) (X6,523,330) (X115,000)

문화도시 서울 구현정책 : 82,401,677 82,286,677 115,000

(X6,638,330) (X6,523,330) (X115,000)

성과목표 : 82,401,677 82,286,677 115,000

(X6,638,330) (X6,523,330) (X115,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문화시설 운영 지원 66,778,917 66,663,917 115,000

(X1,204,000) (X1,089,000) (X115,000)

단위 :

(일반회계)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296,500 181,500 115,000

(X115,000) (X115,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115,000

115,000,000원 = 115,000(X115,000)ㅇ 공사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80,798,788 79,788,788 1,010,000

(X11,503,000) (X10,493,000) (X1,010,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80,618,568 79,608,568 1,010,000

(X11,503,000) (X10,493,000) (X1,010,000)

성과목표 : 80,618,568 79,608,568 1,010,000

(X11,503,000) (X10,493,000) (X1,010,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문화예술 육성·지원 21,218,768 21,183,768 35,000

(X6,647,000) (X6,612,000) (X35,00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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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은평구립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설치 35,000 0 35,000

(X35,000) (X3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

35,000,000원 = 35,000(X35,000)ㅇ 공사비

문화시설 확충 8,440,000 7,465,000 975,000

(X4,452,000) (X3,477,000) (X975,000)

단위 :

(일반회계)

화곡동 영어도서관 조성 975,000 0 975,000

(X975,000) (X97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75,000

975,000,000원 = 975,000(X975,000)ㅇ 공사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부서 : 106,693,961 106,658,961 35,000

(X11,681,287) (X11,646,287) (X35,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106,185,917 106,150,917 35,000

(X11,681,287) (X11,646,287) (X35,000)

성과목표 : 106,185,917 106,150,917 35,000

(X11,681,287) (X11,646,287) (X35,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전문체육 육성 32,407,499 32,372,499 35,000

(X130,080) (X95,080) (X35,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4,270,706 4,235,706 35,000

(X35,000) (X35,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35,000

35,000,000원 = 35,000(X35,000)ㅇ 생활체육사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부서 : 34,369,948 32,769,948 1,600,000

(X3,081,000) (X1,481,000) (X1,600,000)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정책 : 24,316,771 22,716,771 1,600,000

(X3,081,000) (X1,481,000) (X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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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성과목표 : 24,316,771 22,716,771 1,600,000

(X3,081,000) (X1,481,000) (X1,600,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17,791,000 16,191,000 1,600,000

(X3,081,000) (X1,481,000) (X1,600,000)

단위 :

(일반회계)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11,081,000 9,481,000 1,600,000

(X1,814,000) (X214,000) (X1,600,000)

(100-401-01) 시설비 1,600,000

600,000,000원 = 600,000(X600,000)ㅇ 잠실실내체육관 시설개보수

1,000,000,000원 = 1,000,000(X1,000,000)ㅇ 잠실제1수영장 보수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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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여성가족정책관 912,034,590 911,627,146 407,444

(X238,310,058) (X237,902,614) (X407,444)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47,447,561 47,441,297 6,264

(X12,586,427) (X12,580,163) (X6,264)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46,612,193 46,605,929 6,264

(X12,586,427) (X12,580,163) (X6,264)

성과목표 : 46,612,193 46,605,929 6,264

(X12,586,427) (X12,580,163) (X6,264)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18,347,719 18,341,455 6,264

(X8,462,650) (X8,456,386) (X6,264)

단위 :

(일반회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401,734 3,395,470 6,264

(X2,276,144) (X2,269,880) (X6,264)

(100-201-01) 사무관리비 450

450,000원 = 450(X450)ㅇ 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100-307-10) 사회복지보조 5,814

5,814,000원 = 5,814(X5,814)ㅇ 성폭력 피해보호시설 입소자 보호비용 추가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부서 : 87,339,435 87,305,435 34,000

(X24,916,039) (X24,882,039) (X34,000)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 및 건강한 가정 가꾸기정책 : 87,149,762 87,115,762 34,000

(X24,916,039) (X24,882,039) (X34,000)

성과목표 : 87,149,762 87,115,762 34,000

(X24,916,039) (X24,882,039) (X34,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한부모 가족 지원 33,807,139 33,773,139 34,000

(X11,339,241) (X11,305,241) (X34,00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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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4,779,214 4,745,214 34,000

(X34,000) (X34,00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34,000

34,000,000원 = 34,000(X34,000)ㅇ 청소년산모입소자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관부서 : 135,659,136 135,291,956 367,180

(X15,753,772) (X15,386,592) (X367,18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35,174,780 134,807,600 367,180

(X15,753,772) (X15,386,592) (X367,180)

성과목표 : 135,174,780 134,807,600 367,180

(X15,753,772) (X15,386,592) (X367,18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33,651,826 33,548,606 103,220

(X4,058,215) (X3,954,995) (X103,220)

단위 :

(일반회계)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1,168,774 1,104,524 64,250

(X64,250) (X64,250)

(100-401-01) 시설비 64,250

64,250,000원 = 64,250(X64,250)ㅇ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676,750 647,500 29,250

(X380,250) (X351,000) (X29,250)

(100-307-05) 민간위탁금 25,250

25,250,000원 = 25,250(X25,250)ㅇ 건전성가치관 교육센터 운영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

4,000,000원 = 4,000(X4,000)ㅇ 건전성가치관 교육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329,760 320,040 9,720

(X184,320) (X174,600) (X9,720)

(100-307-05) 민간위탁금 9,720

9,720,000원 = 9,720(X9,720)ㅇ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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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6,778,903 6,664,943 113,960

(X1,738,634) (X1,624,674) (X113,960)

단위 :

(일반회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2,252,530 2,138,570 113,960

(X902,981) (X789,021) (X113,960)

(100-307-05) 민간위탁금 113,960

113,960,000원 = 113,960(X113,960)ㅇ 시립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93,536,251 93,386,251 150,000

(X9,576,123) (X9,426,123) (X150,000)

단위 :

(일반회계)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1,350,000 1,200,000 150,000

(X1,150,000) (X1,000,000) (X1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드림스타트 시범지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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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가족정책관



경제진흥본부 442,932,522 442,932,256 266

(X67,046,714) (X67,046,448) (X266)

농업기술센터부서 : 3,909,845 3,909,579 266

(X110,876) (X110,610) (X266)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 2,053,804 2,053,538 266

(X110,876) (X110,610) (X266)

성과목표 : 2,053,804 2,053,538 266

(X110,876) (X110,610) (X266)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789,442 789,176 266

(X85,156) (X84,890) (X266)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국가기반기술보급사업) 266 0 266

(X266) (X266)

(100-206-01) 재료비 266

266,000원 = 266(X266)ㅇ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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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진흥본부



복지건강본부 3,351,387,671 3,348,610,351 2,777,320

(X1,293,723,212) (X1,290,945,892) (X2,777,320)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부서 : 407,326,431 405,405,472 1,920,959

(X90,851,078) (X88,930,119) (X1,920,959)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403,029,346 401,108,387 1,920,959

(X90,851,078) (X88,930,119) (X1,920,959)

성과목표 : 403,029,346 401,108,387 1,920,959

(X90,851,078) (X88,930,119) (X1,920,959)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14,947,595 13,026,636 1,920,959

(X6,013,221) (X4,092,262) (X1,920,959)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098,741 1,685,464 1,413,277

(X2,477,298) (X1,064,021) (X1,413,277)

(100-402-01) 민간자본보조 1,244,053

1,144,053,000원 = 1,144,053(X1,144,053)ㅇ 성분도보호작업장외 13개소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삼육재활작업소 수해복구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9,224

169,224,000원 = 169,224(X169,224)ㅇ 밀알베이커리외 5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1,968,467 1,588,000 380,467

(X856,867) (X476,400) (X380,467)

(100-402-01) 민간자본보조 380,467

380,467,000원 = 380,467(X380,467)ㅇ 기능보강사업(삼육 수해복구)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040,371 3,913,156 127,215

(X2,083,793) (X1,956,578) (X127,215)

(100-402-01) 민간자본보조 127,215

127,215,000원 = 127,215(X127,215)ㅇ 삼육재활관 수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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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본부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부서 : 191,349,349 190,732,988 616,361

(X19,146,408) (X18,530,047) (X616,361)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89,419,899 188,803,538 616,361

(X19,146,408) (X18,530,047) (X616,361)

성과목표 : 189,419,899 188,803,538 616,361

(X19,146,408) (X18,530,047) (X616,361)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16,030,929 15,613,148 417,781

(X9,942,279) (X9,524,498) (X417,781)

단위 :

(일반회계)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5,368,328 5,140,328 228,000

(X5,368,328) (X5,140,328) (X228,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228,000

228,000,000원 = 228,000(X228,000)ㅇ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중증응급질환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994,321 804,540 189,781

(X994,321) (X804,540) (X189,781)

(100-307-02) 민간경상보조 189,781

189,781,000원 = 189,781(X189,781)ㅇ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등

전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28,839,593 28,641,013 198,580

(X7,063,629) (X6,865,049) (X198,580)

단위 :

(일반회계)

전염병 전문가 교육 107,900 99,320 8,580

(X107,900) (X99,320) (X8,580)

(100-201-01) 사무관리비 8,580

8,580,000원 = 8,580(X8,580)ㅇ 실무자과정 교육기본운영비

병원감염관리 190,000 0 190,000

(X190,000) (X19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1,000

1,000,000원 = 1,000(X1,000)ㅇ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운영비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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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본부



189,000,000원 = 189,000(X189,000)ㅇ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부서 : 65,105,530 65,005,530 100,000

(X29,135,332) (X29,035,332) (X100,000)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64,915,034 64,815,034 100,000

(X29,135,332) (X29,035,332) (X100,000)

성과목표 : 64,915,034 64,815,034 100,000

(X29,135,332) (X29,035,332) (X100,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28,120,021 28,020,021 100,000

(X11,414,648) (X11,314,648) (X100,000)

단위 :

(일반회계)

산모건강관리 9,842,357 9,742,357 100,000

(X4,601,857) (X4,501,857) (X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난임부부 지원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부서 : 2,448,423 2,308,423 140,000

(X1,167,142) (X1,027,142) (X140,000)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정책 : 2,017,232 1,877,232 140,000

(X827,157) (X687,157) (X140,000)

성과목표 : 2,017,232 1,877,232 140,000

(X827,157) (X687,157) (X140,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1,815,532 1,675,532 140,000

(X827,157) (X687,157) (X140,000)

단위 :

(일반회계)

「어린이 급식안전 관리센터」 설치ㆍ운영 1,140,000 1,000,000 140,000

(X640,000) (X500,000) (X14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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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본부



140,000,000원 = 140,000(X140,000)ㅇ 「어린이급식안전 관리센터」설치·운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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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건강본부



맑은환경본부 525,620,902 525,443,902 177,000

(X53,290,110) (X53,113,110) (X177,000)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부서 : 104,231,622 104,054,622 177,000

(X3,972,000) (X3,795,000) (X177,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정책 : 78,040,723 77,863,723 177,000

(X3,972,000) (X3,795,000) (X177,000)

성과목표 : 78,040,723 77,863,723 177,000

(X3,972,000) (X3,795,000) (X177,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7,113,050 6,936,050 177,000

(X2,947,000) (X2,770,000) (X177,000)

단위 :

(일반회계)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1,760,000 1,583,000 177,000

(X1,177,000) (X1,000,000) (X177,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77,000

177,000,000원 = 177,000(X177,000)ㅇ 시설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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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375,275,286 375,159,286 116,000

(X12,485,488) (X12,369,488) (X116,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25,236,795 25,120,795 116,000

(X4,172,488) (X4,056,488) (X116,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25,051,944 24,935,944 116,000

(X4,172,488) (X4,056,488) (X116,000)

성과목표 : 25,051,944 24,935,944 116,000

(X4,172,488) (X4,056,488) (X116,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생태계 보전사업 11,762,944 11,646,944 116,000

(X4,088,488) (X3,972,488) (X116,000)

단위 :

(일반회계)

산림병해충 방제 2,627,505 2,511,505 116,000

(X1,849,514) (X1,733,514) (X116,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000

51,000,000원 = 51,000(X51,000)ㅇ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및 약제비

(100-401-01) 시설비 65,000

65,000,000원 = 65,000(X65,000)ㅇ 병해충방제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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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도시국



도시안전본부 1,442,854,343 1,442,554,343 300,000

(X46,274,431) (X45,974,431) (X300,000)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부서 : 115,161,568 114,861,568 300,000

(X308,100) (X8,100) (X300,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31,852,688 31,552,688 300,000

(X308,100) (X8,100) (X300,000)

성과목표 : 31,852,688 31,552,688 300,000

(X308,100) (X8,100) (X300,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수방대책 사업 8,747,380 8,447,380 300,000

(X308,100) (X8,100) (X300,000)

단위 :

(일반회계)

풍수해 피해복구 300,000 0 300,000

(X300,000) (X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300,000,000원 = 300,000(X300,000)ㅇ 수방용 장비 및 자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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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안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