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4,628,590,700 2,766,70914,631,357,409

300 지방교부세 203,423,051 89,100203,512,151

310 지방교부세 203,423,051 89,100203,512,151

311 지방교부세 203,423,051 89,100203,512,151

02 특별교부세 6,197,690 89,1006,286,790

89,10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89,100ㅇ 지방채상환(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89,100,000원

500 보조금 1,466,903,226 2,677,6091,469,580,835

510 국고보조금등 1,466,903,226 2,677,6091,469,580,835

511 국고보조금등 1,466,903,226 2,677,6091,469,580,835

01 국고보조금 1,357,496,583 2,484,5291,359,981,112

104,37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104,371ㅇ 전통사찰 재해복구비 104,371,000원

89,10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89,100ㅇ 지방채상환(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89,100,000원

209,134<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

171,000ㅇ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71,000,000원

34,934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34,934,000원

3,200ㅇ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3,200,000원

212,324<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관 >

103,971ㅇ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103,971,000원

2,300ㅇ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300,000원

30,035ㅇ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30,035,000원

74,518ㅇ 일반아동압양 양육수당지원 74,518,000원

1,500ㅇ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5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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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577<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 >

3,577ㅇ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3,577,000원

281,494<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2,494ㅇ 해산장제급여 2,494,000원

279,000ㅇ 11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279,000,000원

280,000<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

280,000ㅇ 화장로 유지보수사업 280,000,000원

175,763<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

32,229ㅇ 중증장애인연금 32,229,000원

130,000ㅇ 장애수당 130,000,000원

9,992ㅇ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9,992,000원

3,542ㅇ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3,542,000원

227,506<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

227,506ㅇ 자활소득공제사업 227,506,000원

10,200<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 >

10,200ㅇ 전염병 전문가 교육 10,200,000원

768,060<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135,360ㅇ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35,360,000원

632,700ㅇ 전기버스 보급 632,700,000원

123,000<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123,000ㅇ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123,000,000원

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725,973 2,28037,728,253

2,28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

2,280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80,000원

03 기금 71,680,670 190,80071,871,470

30,5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

30,500ㅇ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육성 30,500,000원

154,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

154,000ㅇ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54,000,000원

6,300< 서북병원 원무과 >

6,300ㅇ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지원 6,3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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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84,131,765 483,842,894 288,871

(X75,878,367) (X75,589,496) (X288,87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80,778,159 80,673,788 104,371

(X11,607,371) (X11,503,000) (X104,371)

문화예술진흥정책 : 80,597,939 80,493,568 104,371

(X11,607,371) (X11,503,000) (X104,371)

성과목표 : 80,597,939 80,493,568 104,371

(X11,607,371) (X11,503,000) (X104,371)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문화시설 확충 8,544,371 8,440,000 104,371

(X4,556,371) (X4,452,000) (X104,371)

단위 :

(일반회계)

전통사찰 재해복구비 104,371 0 104,371

(X104,371) (X104,371)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4,371

104,371,000원 = 104,371(X104,371)ㅇ 공사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부서 : 31,366,630 31,336,130 30,500

(X4,055,910) (X4,025,410) (X30,500)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정책 : 31,297,952 31,267,452 30,500

(X4,055,910) (X4,025,410) (X30,500)

성과목표 : 31,297,952 31,267,452 30,500

(X4,055,910) (X4,025,410) (X30,5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서울문화관광자원 활용 극대화 10,505,696 10,475,196 30,500

(X4,055,910) (X4,025,410) (X30,50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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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육성 511,900 481,400 30,500

(X50,500) (X20,000) (X30,500)

(100-307-05) 민간위탁금 30,500

30,500,000원 = 30,500(X30,500)ㅇ 상품개발보조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부서 : 106,499,451 106,345,451 154,000

(X11,973,527) (X11,819,527) (X154,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105,991,407 105,837,407 154,000

(X11,973,527) (X11,819,527) (X154,000)

성과목표 : 105,991,407 105,837,407 154,000

(X11,973,527) (X11,819,527) (X154,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시민체육공간 확충 12,200,015 12,046,015 154,000

(X8,004,000) (X7,850,000) (X154,000)

단위 :

(일반회계)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454,000 300,000 154,000

(X154,000) (X154,000)

(100-401-01) 시설비 154,000

154,000,000원 = 154,000(X154,000)ㅇ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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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기획조정실 1,005,658,679 1,005,480,479 178,200

(X89,100) (X89,10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부서 : 835,392,717 835,214,517 178,200

(X89,100) (X89,100)

재무활동정책 : 570,797,100 570,618,900 178,200

(X89,100) (X89,100)

성과목표 : 570,797,100 570,618,900 178,200

(X89,100) (X89,1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내부거래지출(일반회계) 570,797,100 570,618,900 178,200

(X89,100) (X89,100)

단위 :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178,200 0 178,200

(X89,100) (X89,100)

(100-702-01) 기금전출금 178,200

178,200,000원 = 178,200(X89,100)ㅇ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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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관 934,333,292 933,911,834 421,458

(X248,260,923) (X247,839,465) (X421,458)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부서 : 90,002,660 89,793,526 209,134

(X26,415,642) (X26,206,508) (X209,134)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 및 건강한 가정 가꾸기정책 : 89,812,987 89,603,853 209,134

(X26,415,642) (X26,206,508) (X209,134)

성과목표 : 89,812,987 89,603,853 209,134

(X26,415,642) (X26,206,508) (X209,134)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저출산 대책 추진 42,550,771 42,379,771 171,000

(X9,604,302) (X9,433,302) (X171,000)

단위 :

(일반회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7,028,249 16,857,249 171,000

(X6,517,856) (X6,346,856) (X171,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1,000

171,000,000원 = 171,000(X171,000)ㅇ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36,172,517 36,134,383 38,134

(X12,540,997) (X12,502,863) (X38,134)

단위 :

(일반회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88,184 253,250 34,934

(X161,559) (X126,625) (X34,934)

(100-402-01) 민간자본보조 34,934

34,934,000원 = 34,934(X34,934)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보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114,600 111,400 3,200

(X58,900) (X55,700) (X3,20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3,200

3,200,000원 = 3,200(X3,200)ㅇ 시설입소자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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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담당관부서 : 136,688,987 136,476,663 212,324

(X16,225,205) (X16,012,881) (X212,324)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36,204,631 135,992,307 212,324

(X16,225,205) (X16,012,881) (X212,324)

성과목표 : 136,204,631 135,992,307 212,324

(X16,225,205) (X16,012,881) (X212,324)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33,770,797 33,666,826 103,971

(X4,177,186) (X4,073,215) (X103,971)

단위 :

(일반회계)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103,971 0 103,971

(X103,971) (X103,971)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3,971

103,971,000원 = 103,971(X103,971)ㅇ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호우피해 복구비지원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94,306,131 94,197,778 108,353

(X9,882,934) (X9,774,581) (X108,353)

단위 :

(일반회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99,212 96,912 2,300

(X50,756) (X48,456) (X2,300)

(100-307-06) 보험금 2,300

2,300,000원 = 2,300(X2,300)ㅇ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384,508 354,473 30,035

(X171,824) (X141,789) (X30,035)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035

30,035,000원 = 30,035(X30,035)ㅇ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일반아동입양 양육수당지원 1,491,718 1,417,200 74,518

(X641,398) (X566,880) (X74,518)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4,518

74,518,000원 = 74,518(X74,518)ㅇ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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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34,820 33,320 1,500

(X14,829) (X13,329) (X1,500)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

1,500,000원 = 1,500(X1,500)ㅇ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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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가족정책관



경제진흥본부 436,847,710 436,844,133 3,577

(X67,063,726) (X67,060,149) (X3,577)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부서 : 89,853,081 89,849,504 3,577

(X31,702,850) (X31,699,273) (X3,577)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70,392,732 70,389,155 3,577

(X21,701,970) (X21,698,393) (X3,577)

성과목표 : 70,392,732 70,389,155 3,577

(X21,701,970) (X21,698,393) (X3,577)

성과지표 :  2010 20122011

도시농업육성 지원 5,934,759 5,931,182 3,577

(X3,790,882) (X3,787,305) (X3,577)

단위 :

(일반회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3,577 10,000 3,577

(X13,577) (X10,000) (X3,57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77

3,577,000원 = 3,577(X3,577)ㅇ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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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진흥본부



복지건강본부 3,389,768,088 3,388,786,825 981,263

(X1,327,373,095) (X1,326,391,832) (X981,263)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부서 : 1,751,181,731 1,750,900,237 281,494

(X722,344,994) (X722,063,500) (X281,494)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403,831,421 1,403,549,927 281,494

(X722,344,994) (X722,063,500) (X281,494)

성과목표 : 1,403,831,421 1,403,549,927 281,494

(X722,344,994) (X722,063,500) (X281,494)

성과지표 :  2010 20122011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553,140,029 553,137,535 2,494

(X375,336,803) (X375,334,309) (X2,494)

단위 :

(일반회계)

해산장제급여 2,332,442 2,329,948 2,494

(X1,486,366) (X1,483,872) (X2,49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94

2,494,000원 = 2,494(X2,494)ㅇ 해산장제급여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74,612,616 74,333,616 279,000

(X279,000) (X279,000)

단위 :

(일반회계)

2011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279,000 0 279,000

(X279,000) (X279,000)

(100-201-01) 사무관리비 6,000

6,000,000원 = 6,000(X6,000)ㅇ 복지업무직원 워크숍

(100-307-05) 민간위탁금 14,000

14,000,000원 = 14,000(X14,000)ㅇ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아카이브 구축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9,000

249,000,000원 = 249,000(X249,000)ㅇ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송파구 등 10개구)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복지사업용장비(다기능복사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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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본부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부서 : 746,661,518 746,381,518 280,000

(X398,034,536) (X397,754,536) (X280,000)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746,051,008 745,771,008 280,000

(X398,034,536) (X397,754,536) (X280,000)

성과목표 : 746,051,008 745,771,008 280,000

(X398,034,536) (X397,754,536) (X280,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18,756,889 18,476,889 280,000

(X280,000) (X280,000)

단위 :

(일반회계)

화장로 유지보수사업 2,250,000 1,970,000 280,000

(X280,000) (X280,000)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280,000

280,000,000원 = 280,000(X280,000)ㅇ 화장로 보수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부서 : 425,848,250 425,672,487 175,763

(X106,625,038) (X106,449,275) (X175,76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421,551,165 421,375,402 175,763

(X106,625,038) (X106,449,275) (X175,763)

성과목표 : 421,551,165 421,375,402 175,763

(X106,625,038) (X106,449,275) (X175,763)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368,180,610 368,004,847 175,763

(X95,239,103) (X95,063,340) (X175,763)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4,342 100,800 3,542

(X33,782) (X30,240) (X3,542)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542

3,542,000원 = 3,542(X3,542)ㅇ 장애인등록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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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본부



장애수당 31,812,760 31,682,760 130,000

(X10,720,780) (X10,590,780) (X130,000)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30,000

130,000,000원 = 130,000(X130,000)ㅇ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연금 49,151,183 49,118,954 32,229

(X30,166,697) (X30,134,468) (X32,22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229

32,229,000원 = 32,229(X32,229)ㅇ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178,520 168,528 9,992

(X94,256) (X84,264) (X9,992)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992

9,992,000원 = 9,992(X9,992)ㅇ 장애인 자녀 교육비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부서 : 107,436,467 107,208,961 227,506

(X49,594,678) (X49,367,172) (X227,506)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69,941,964 69,714,458 227,506

(X47,177,848) (X46,950,342) (X227,506)

성과목표 : 69,941,964 69,714,458 227,506

(X47,177,848) (X46,950,342) (X227,506)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저소득시민자활사업 운영 지원 69,941,964 69,714,458 227,506

(X47,177,848) (X46,950,342) (X227,506)

단위 :

(일반회계)

자활소득공제사업 3,766,434 3,538,928 227,506

(X2,635,214) (X2,407,708) (X227,50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7,506

227,506,000원 = 227,506(X227,506)ㅇ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부서 : 185,084,625 185,074,425 10,200

(X19,159,574) (X19,149,374) (X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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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본부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83,155,175 183,144,975 10,200

(X19,159,574) (X19,149,374) (X10,200)

성과목표 : 183,155,175 183,144,975 10,200

(X19,159,574) (X19,149,374) (X10,2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전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28,852,759 28,842,559 10,200

(X7,076,795) (X7,066,595) (X10,200)

단위 :

(일반회계)

전염병 전문가 교육 118,100 107,900 10,200

(X118,100) (X107,900) (X10,200)

(100-201-01) 사무관리비 10,200

10,200,000원 = 10,200(X10,200)ㅇ 실무자과정 교육기본운영비

서북병원 원무과부서 : 23,670,742 23,664,442 6,300

(X76,457) (X70,157) (X6,300)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정책 : 5,939,493 5,933,193 6,300

(X76,457) (X70,157) (X6,300)

성과목표 : 5,939,493 5,933,193 6,300

(X76,457) (X70,157) (X6,3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서북병원 운영 5,939,493 5,933,193 6,300

(X76,457) (X70,157) (X6,300)

단위 :

(일반회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지원 37,957 31,657 6,300

(X37,957) (X31,657) (X6,300)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00

6,300,000원 = 6,300(X6,300)ㅇ 인건비 및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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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건강본부



맑은환경본부 521,850,732 520,959,672 891,060

(X55,225,110) (X54,334,050) (X891,060)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부서 : 98,986,595 98,218,535 768,060

(X45,562,110) (X44,794,050) (X768,060)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및 오염물질 저감정책 : 98,470,832 97,702,772 768,060

(X45,562,110) (X44,794,050) (X768,060)

성과목표 : 98,470,832 97,702,772 768,060

(X45,562,110) (X44,794,050) (X768,06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친환경차량 보급 29,074,004 28,305,944 768,060

(X11,766,110) (X10,998,050) (X768,060)

단위 :

(일반회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2,227,444 2,092,084 135,360

(X1,228,200) (X1,092,840) (X135,360)

(100-401-01) 시설비 135,360

135,360,000원 = 135,360(X135,360)ㅇ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버스 보급 2,632,700 2,000,000 632,700

(X632,700) (X632,7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632,700

632,700,000원 = 632,700(X632,700)ㅇ 전기버스 시범보급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부서 : 102,206,622 102,083,622 123,000

(X4,095,000) (X3,972,000) (X123,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정책 : 76,015,723 75,892,723 123,000

(X4,095,000) (X3,972,000) (X123,000)

성과목표 : 76,015,723 75,892,723 123,000

(X4,095,000) (X3,972,000) (X123,00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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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맑은환경본부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7,236,050 7,113,050 123,000

(X3,070,000) (X2,947,000) (X123,000)

단위 :

(일반회계)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1,883,000 1,760,000 123,000

(X1,300,000) (X1,177,000) (X123,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3,000

123,000,000원 = 123,000(X123,000)ㅇ 시설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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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362,698,227 362,695,947 2,280

(X12,730,448) (X12,728,168) (X2,28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부서 : 38,144,468 38,142,188 2,280

(X4,695,280) (X4,693,000) (X2,28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37,884,764 37,882,484 2,280

(X4,695,280) (X4,693,000) (X2,280)

성과목표 : 37,884,764 37,882,484 2,280

(X4,695,280) (X4,693,000) (X2,280)

성과지표 :  2010 20122011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33,935,380 33,933,100 2,280

(X4,695,280) (X4,693,000) (X2,280)

단위 :

(일반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793,280 3,791,000 2,280

(X3,793,280) (X3,791,000) (X2,28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80

2,280,000원 = 2,280(X2,280)ㅇ 종로구외 3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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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도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