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7,009,600,157 34,695,60617,044,295,763

300 지방교부세 1,066,997,500 5,947,2801,072,944,780

310 지방교부세 1,066,997,500 5,947,2801,072,944,780

311 지방교부세 1,066,997,500 5,947,2801,072,944,780

01 지방교부세 1,066,997,500 5,947,2801,072,944,780

368,280<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368,280ㅇ 아동급식지원 368,280,000원

4,793,000<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 >

4,793,000ㅇ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 4,793,000,000원

586,000< 재무국 재무과 >

586,000ㅇ 일시차입금 이자 586,000,000원

200,000< 행정국 총무과 >

200,000ㅇ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200,000,000원

500 보조금 1,541,413,432 28,748,3261,570,161,758

510 국고보조금등 1,541,413,432 28,748,3261,570,161,758

511 국고보조금등 1,541,413,432 28,748,3261,570,161,758

01 국고보조금 1,461,690,118 28,162,7801,489,852,898

9,517,425<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 >

815,041ㅇ 보육돌봄서비스 815,041,000원

8,670,384ㅇ 차등보육료 8,670,384,000원

10,000ㅇ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0,000,000원

22,000ㅇ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보육전자바우처) 22,000,000원

50,000<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 >

50,000ㅇ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50,000,000원

1,060<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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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ㅇ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정보 등록 1,060,000원

15,973,000< 경쟁력강화본부 산업지원담당관 >

15,973,000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5,973,000,000원

1,766,034<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 >

41,336ㅇ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보조금 41,336,000원

538ㅇ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38,000원

30,160ㅇ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0,160,000원

1,694,000ㅇ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694,000,000원

435,000< 맑은환경본부 대기관리담당관 >

435,000ㅇ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435,000,000

340,696<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340,696ㅇ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340,696,000원

6,689< 복지국 식품안전과 >

6,689ㅇ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6,689,000원

7,876<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

7,876ㅇ 인건비 및 수당(장비현대화) 7,876,000원

65,000< 행정국 방재기획과 >

65,000ㅇ 재난관리 우수자치구 인센티브지원 65,000,000원

03 기금 59,229,914 585,54659,815,460

5,977<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5,977ㅇ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5,977,000원

224,569<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 >

218,569ㅇ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18,569,000원

6,000ㅇ 임신, 아동 건강관리 6,000,000원

355,000< 복지국 노인복지과 >

355,000ㅇ 금천실버센터건립 355,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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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주택사업특별회계 994,964,829 8,832,3121,003,797,141

300 지방교부세 5,000 214,000219,000

310 지방교부세 5,000 214,000219,000

311 지방교부세 5,000 214,000219,000

01 지방교부세 5,000 214,000219,000

214,000< 재무국 재무과 >

214,000ㅇ 일시차입금 이자 214,000,000원

500 보조금 50,219,829 8,618,31258,838,141

510 국고보조금등 50,219,829 8,618,31258,838,141

511 국고보조금등 50,219,829 8,618,31258,838,141

01 국고보조금 29,991,592 8,618,31238,609,904

8,618,312< 주택국 주택정책과 >

8,618,312ㅇ 무장애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영구임대주택) 8,618,312,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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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1,142,750,753 1,127,790,442 14,960,311

(X221,407,320) (X211,608,289) (X9,799,031)

(채74,000,000) (채74,000,000)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부서 : 439,202,741 429,685,316 9,517,425

(X122,055,578) (X112,538,153) (X9,517,425)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436,516,079 426,998,654 9,517,425

(X122,055,578) (X112,538,153) (X9,517,425)(보육ㆍ가족및여성)

성과목표 : 436,516,079 426,998,654 9,517,425

(X122,055,578) (X112,538,153) (X9,517,425)

성과지표 :  2008 20102009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393,502,055 383,984,630 9,517,425

(X118,741,309) (X109,223,884) (X9,517,425)

단위 :

(일반회계)

보육돌봄서비스 75,159,753 74,344,712 815,041

(X26,303,946) (X25,488,905) (X815,04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15,041

815,041,000원 = 815,041ㅇ 종사자 인건비 (X815,041)

차등보육료(보조) 197,269,000 188,598,616 8,670,384

(X75,359,164) (X66,688,780) (X8,670,38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70,384

8,670,384,000원 = 8,670,384ㅇ 보육료 지원 (X8,670,384)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371,759 361,759 10,000

(X136,240) (X126,240) (X1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

10,000,000원 = 10,000ㅇ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X10,000)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보육전자바우처) 155,000 133,000 22,000

(X155,000) (X133,000) (X22,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00

22,000,000원 = 22,000ㅇ 보육전자바우처 (X22,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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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부서 : 157,036,233 156,661,976 374,257

(X24,895,262) (X24,889,285) (X5,977)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56,096,429 155,722,172 374,257

(X24,895,262) (X24,889,285) (X5,977)(노인ㆍ청소년)

성과목표 : 156,096,429 155,722,172 374,257

(X24,895,262) (X24,889,285) (X5,977)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40,234,565 40,228,588 5,977

(X3,766,017) (X3,760,040) (X5,977)

단위 :

(일반회계)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581,977 576,000 5,977

(X317,977) (X312,000) (X5,977)

(100-307-05) 민간위탁금 3,977

3,977,000원 = 3,977ㅇ 건전성가치관 교육센터 운영 (X3,97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

2,000,000원 = 2,000ㅇ 건전성가치관 교육센터 운영(송파구) (X2,000)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05,447,943 105,079,663 368,280

(X19,007,775) (X19,007,775)

단위 :

(일반회계)

아동급식지원 18,942,500 18,574,220 368,280

(X2,675,220) (X2,675,22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8,280

368,280,000원 = 368,280ㅇ 아동급식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부서 : 274,897,833 270,054,833 4,843,000

(X17,353,741) (X17,303,741) (X50,000)

(채74,000,000) (채74,000,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274,656,910 269,813,910 4,843,000

(X17,332,141) (X17,282,141) (X50,000)

(채74,000,000) (채74,000,000)

(보건의료)

성과목표 : 274,656,910 269,813,910 4,843,000

(X17,332,141) (X17,282,141) (X50,000)

(채74,000,000) (채74,00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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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2008 20102009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68,310,210 68,260,210 50,000

(X338,000) (X288,000) (X50,000)

(채35,000,000) (채35,000,000)
단위 :

(일반회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500,000 450,000 50,000

(X275,000) (X225,000) (X5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ㅇ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X50,000)

전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73,963,137 69,170,137 4,793,000

(X9,729,758) (X9,729,758)

단위 :

(일반회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 4,793,000 0 4,793,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93,000

4,793,000,000원 = 4,793,000ㅇ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부서 : 81,984,576 81,758,947 225,629

(X30,343,810) (X30,118,181) (X225,629)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81,924,522 81,698,893 225,629

(X30,343,810) (X30,118,181) (X225,629)(보건의료)

성과목표 : 81,924,522 81,698,893 225,629

(X30,343,810) (X30,118,181) (X225,629)

성과지표 :  2008 20102009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36,735,174 36,509,545 225,629

(X9,670,480) (X9,444,851) (X225,629)

단위 :

(일반회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22,393 1,803,824 218,569

(X1,089,319) (X870,750) (X218,56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8,569

218,569,000원 = 218,569ㅇ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218,569)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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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동 건강관리 1,132,697 1,126,697 6,000

(X526,014) (X520,014) (X6,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

6,000,000원 = 6,000ㅇ 임신, 아동 건강관리 (X6,000)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정보 등록 35,560 34,500 1,060

(X24,060) (X23,000) (X1,06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60

1,060,000원 = 1,060ㅇ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정보 등록 (X1,06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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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본부 1,023,673,137 1,005,934,103 17,739,034

(X284,610,156) (X266,871,122) (X17,739,034)

경쟁력강화본부 산업지원담당관부서 : 245,957,410 229,984,410 15,973,000

(X64,933,314) (X48,960,314) (X15,973,000)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정책 : 199,658,000 183,685,000 15,973,000

(X64,933,314) (X48,960,314) (X15,973,000)(산업진흥ㆍ고도화)

성과목표 : 199,658,000 183,685,000 15,973,000

(X64,933,314) (X48,960,314) (X15,973,000)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중소기업활성화 지원 88,901,052 72,928,052 15,973,000

(X64,533,814) (X48,560,814) (X15,973,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84,062,000 68,089,000 15,973,000

(X62,878,000) (X46,905,000) (X15,973,000)

(100-306-01) 출연금 15,973,000

15,973,000,000원 = 15,973,000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X15,973,000)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부서 : 48,225,623 46,459,589 1,766,034

(X22,682,104) (X20,916,070) (X1,766,034)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9,943,550 8,177,516 1,766,034

(X4,984,560) (X3,218,526) (X1,766,034)(농업ㆍ농촌)

성과목표 : 9,943,550 8,177,516 1,766,034

(X4,984,560) (X3,218,526) (X1,766,034)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유통거래질서 확립 4,637,614 2,943,614 1,694,000

(X1,943,614) (X249,614) (X1,694,000)

단위 :

(일반회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378,000 2,684,000 1,694,000

(X1,694,000) (X1,694,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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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1,694,000

1,694,000,000원 = 1,694,000ㅇ 시설현대화 사업비 (X1,694,000)

도시농업육성 지원 4,036,230 3,964,196 72,034

(X2,848,603) (X2,776,569) (X72,034)

단위 :

(일반회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6,538 6,000 538

(X4,538) (X4,000) (X53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38

538,000원 = 538ㅇ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X53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878,360 848,200 30,160

(X633,360) (X603,200) (X30,16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160

30,160,000원 = 30,160ㅇ 유기질 비료지원 (X30,160)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보조금 43,910 2,574 41,336

(X43,910) (X2,574) (X41,33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336

41,336,000원 = 41,336ㅇ 고정직불금 (X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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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쟁력강화본부



맑은환경본부 622,489,637 622,054,637 435,000

(X86,811,446) (X86,376,446) (X435,000)

맑은환경본부 대기관리담당관부서 : 175,721,729 175,286,729 435,000

(X69,688,750) (X69,253,750) (X435,000)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및 저공해차량 보급정책 : 148,936,630 148,501,630 435,000

(X67,028,750) (X66,593,750) (X435,000)(대기)

성과목표 : 148,936,630 148,501,630 435,000

(X67,028,750) (X66,593,750) (X435,000)

성과지표 :  2008 20102009

CNG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60,097,830 59,662,830 435,000

(X22,363,750) (X21,928,750) (X435,000)

단위 :

(일반회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4,185,830 53,750,830 435,000

(X20,376,750) (X19,941,750) (X435,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435,000

300,000,000원 = 300,000ㅇ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 (X300,000)

135,000,000원 = 135,000ㅇ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보조 (X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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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맑은환경본부



복지국 3,036,314,583 3,035,604,322 710,261

(X1,150,155,652) (X1,149,445,391) (X710,261)

복지국 노인복지과부서 : 776,994,519 776,639,519 355,000

(X319,400,838) (X319,045,838) (X355,000)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774,144,892 773,789,892 355,000

(X319,400,838) (X319,045,838) (X355,000)(노인ㆍ청소년)

성과목표 : 774,144,892 773,789,892 355,000

(X319,400,838) (X319,045,838) (X355,000)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치매노인지원강화 130,812,137 130,457,137 355,000

(X11,850,276) (X11,495,276) (X355,000)

단위 :

(일반회계)

금천실버센터건립 2,359,000 2,004,000 355,000

(X2,359,000) (X2,004,000) (X35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5,000

355,000,000원 = 355,000ㅇ 금천노인전문요양원 (X355,000)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부서 : 343,112,845 342,772,149 340,696

(X69,511,956) (X69,171,260) (X340,696)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333,168,266 332,827,570 340,696

(X69,511,956) (X69,171,260) (X340,696)(취약계층지원)

성과목표 : 333,168,266 332,827,570 340,696

(X69,511,956) (X69,171,260) (X340,696)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70,707,116 270,366,420 340,696

(X58,056,956) (X57,716,260) (X340,696)

단위 :

(일반회계)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47,033,857 46,693,161 340,696

(X21,484,120) (X21,143,424) (X34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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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복지국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0,696

340,696,000원 = 340,696ㅇ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비(요양급여) (X340,696)

복지국 식품안전과부서 : 301,421 294,732 6,689

(X122,439) (X115,750) (X6,689)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정책 : 247,099 240,410 6,689

(X122,439) (X115,750) (X6,689)(식품의약안전)

성과목표 : 247,099 240,410 6,689

(X122,439) (X115,750) (X6,689)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247,099 240,410 6,689

(X122,439) (X115,750) (X6,689)

단위 :

(일반회계)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6,689 0 6,689

(X6,689) (X6,68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89

6,689,000원 = 6,689ㅇ 이관인력 인건비 (X6,689)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부서 : 51,033,129 51,025,253 7,876

(X480,761) (X472,885) (X7,876)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정책 : 20,097,390 20,089,514 7,876

(X7,876) (X7,876)(기타)

성과목표 : 20,097,390 20,089,514 7,876

(X7,876) (X7,876)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인건비(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18,437,366 18,429,490 7,876

(X7,876) (X7,876)

단위 :

(일반회계)

인건비 및 수당(장비 현대화) 7,876 0 7,876

(X7,876) (X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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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복지국



(100-101-01) 기본급 7,876

7,876,000원 = 7,876ㅇ 이관인력 인건비 (X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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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복지국



재무국 1,395,367,222 1,394,567,222 800,000

재무국 재무과부서 : 257,138,594 256,338,594 800,000

재무활동(재무국 재무과)정책 : 3,270,000 2,470,000 800,000
(재정ㆍ금융)

성과목표 : 3,270,000 2,470,000 800,000

성과지표 :  2008 20102009

보전지출 3,051,000 2,465,000 586,000단위 :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이자 3,051,000 2,465,000 586,000

(100-311-06) 기타차입금이자상환 586,000

586,000,000원 = 586,000ㅇ 일시차입금 이자

보전지출(주택사업) 219,000 5,000 214,000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219,000 5,000 214,000

(204-311-06) 기타차입금이자상환 214,000

214,000,000원 = 214,000ㅇ 일시차입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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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재무국



행정국 2,215,102,445 2,214,837,445 265,000

(X5,194,819) (X5,129,819) (X65,000)

행정국 총무과부서 : 24,222,159 24,022,159 200,000

행정지원체계 강화정책 : 18,398,219 18,198,219 200,000
(일반행정)

성과목표 : 18,398,219 18,198,219 200,000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청사관리 13,865,720 13,665,720 200,000단위 :

(일반회계)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6,744,338 6,544,338 200,000

(100-401-01) 시설비 200,000

200,000,000원 = 200,000ㅇ 청사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행정국 방재기획과부서 : 654,744 589,744 65,000

(X185,400) (X120,400) (X65,000)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정책 : 599,050 534,050 65,000

(X185,400) (X120,400) (X65,000)(재난방재ㆍ민방위)

성과목표 : 599,050 534,050 65,000

(X185,400) (X120,400) (X65,000)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재난관리 599,050 534,050 65,000

(X185,400) (X120,400) (X65,000)

단위 :

(일반회계)

재난관리 우수자치구 인센티브지원 65,000 0 65,000

(X65,000) (X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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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행정국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000

65,000,000원 = 65,000ㅇ 재난관리평가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중랑구) (X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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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행정국



주택국 1,177,270,997 1,168,652,685 8,618,312

(X64,586,638) (X55,968,326) (X8,618,312)

주택국 주택정책과부서 : 627,472,388 618,854,076 8,618,312

(X58,838,141) (X50,219,829) (X8,618,312)

주거복지 수준 향상정책 : 574,208,069 565,589,757 8,618,312

(X58,393,141) (X49,774,829) (X8,618,312)(주택)

성과목표 : 574,208,069 565,589,757 8,618,312

(X58,393,141) (X49,774,829) (X8,618,312)

성과지표 :  2008 20102009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특별) 550,774,141 542,155,829 8,618,312

(X58,393,141) (X49,774,829) (X8,618,312)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무장애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영구임대주택) 44,359,904 35,741,592 8,618,312

(X38,609,904) (X29,991,592) (X8,618,312)

(204-502-01) 출자금 8,618,312

8,618,312,000원 = 8,618,312ㅇ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X8,6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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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주택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