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5,422,000,000 14,463,63515,436,463,635

500 보조금 1,276,315,445 14,463,6351,290,779,080

510 국고보조금등 1,276,315,445 14,463,6351,290,779,080

511 국고보조금등 1,276,315,445 14,463,6351,290,779,080

01 국고보조금 1,173,346,566 14,401,5851,187,748,151

1,460<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 >

1,460ㅇ 가축방역사업 1,460,000원

1,600,000< 맑은환경본부 기후변화담당관 >

1,600,000ㅇ 기후변화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1,600,000,000원

100,000< 맑은환경본부 환경협력담당관 >

100,000ㅇ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100,000,000원

11,105,534< 복지국 복지정책과 >

544,278ㅇ 긴급복지지원사업 544,278,000원

10,561,256ㅇ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10,561,256,000원

878,531< 복지국 노인복지과 >

878,531ㅇ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878,531,000원

73,556< 복지국 자활지원과 >

73,556ㅇ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73,556,000원

504<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

504ㅇ 시도가축방역(보조) 504,000원

50,000< 문화국 문화재과 >

50,000ㅇ 숭례문 전시관 건립 50,000,000원

592,00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

592,000ㅇ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공원 공익근무요원) 592,000,000원

03 기금 71,187,462 62,05071,249,512

22,800<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 >

22,800ㅇ 알코올상담센터운영 22,8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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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9,250< 서북병원 원무과 >

39,250ㅇ 암환자 완화 의료기관 지원 39,25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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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1,266,084,371 1,266,022,321 62,050

(X230,098,370) (X230,036,320) (X62,050)

(채20,000,000) (채20,000,000)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부서 : 306,945,172 306,922,372 22,800

(X13,438,815) (X13,416,015) (X22,800)

(채20,000,000) (채20,000,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306,580,315 306,557,515 22,800

(X13,417,215) (X13,394,415) (X22,800)

(채20,000,000) (채20,000,00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성과목표 : 40,436,473 40,413,673 22,800

(X5,836,993) (X5,814,193) (X22,8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정신보건시설 확충 104개소 114개소 118개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인원 2,200명 2,400명 2,600명

정신보건 시설운영 27,013,939 26,991,139 22,800

(X502,800) (X480,000) (X22,800)

단위 :

(일반회계)

알코올상담센터운영 391,500 368,700 22,800

(X250,000) (X227,200) (X22,8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800

22,800,000원 = 22,800ㅇ 알코올상담센터운영 (X22,800)

서북병원 원무과부서 : 24,937,495 24,898,245 39,250

(X39,250) (X39,250)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정책 : 7,324,894 7,285,644 39,250

(X39,250) (X39,250)

결핵치매 전문진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향상

성과목표 : 7,324,894 7,285,644 39,250

(X39,250) (X39,25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병원진료 환자 만족도 89.4% 85% 86%

결핵진료 및 검사실적 477,000건 480,600건 484,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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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노인성질환 재활 및 치매진료실적 46,350건 46,900건 47,450건

병동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29,500명 30,000명 32,200명

서북병원 운영 7,324,894 7,285,644 39,250

(X39,250) (X39,250)

단위 :

(일반회계)

암환자 완화 의료기관 지원 39,250 0 39,250

(X39,250) (X39,250)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229

60,000원*240일 = 14,400ㅇ 인건비 (X14,400)

1,829,000원 = 1,829ㅇ 4대보험료 (X1,829)

(100-201-01) 사무관리비 15,765

15,765,000원 = 15,765ㅇ 완화의료 사업운영비 등 (X15,765)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256

7,256,000원 = 7,256ㅇ 이동용 산소탱크 등 7종 장비구입 (X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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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강화본부 530,886,769 530,885,309 1,460

(X82,486,617) (X82,485,157) (X1,460)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부서 : 43,519,427 43,517,967 1,460

(X20,951,857) (X20,950,397) (X1,460)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13,213,097 13,211,637 1,460

(X6,361,640) (X6,360,180) (X1,460)

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추진성과목표 : 13,213,097 13,211,637 1,460

(X6,361,640) (X6,360,180) (X1,46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실적) 방향설정 환경개선 설계 공사착공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1,338,095 1,336,635 1,460

(X194,012) (X192,552) (X1,460)

단위 :

(일반회계)

가축방역사업 388,095 386,635 1,460

(X194,012) (X192,552) (X1,460)

(100-206-01) 재료비 1,460

1,460,000원 = 1,460ㅇ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X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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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쟁력강화본부



맑은환경본부 602,262,495 600,562,495 1,700,000

(X59,548,240) (X57,848,240) (X1,700,000)

맑은환경본부 기후변화담당관부서 : 9,896,567 8,296,567 1,600,000

(X1,600,000) (X1,600,000)

기후변화 총괄 대응정책 : 9,867,035 8,267,035 1,600,000

(X1,600,000) (X1,600,000)

기후변화 선도적 대응성과목표 : 5,102,600 3,502,600 1,600,000

(X1,600,000) (X1,60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에코마일리지 참여 가구수 10만 30만 45만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5,102,600 3,502,600 1,600,000

(X1,600,000) (X1,600,000)

단위 :

(일반회계)

기후변화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1,672,000 72,000 1,600,000

(X1,600,000) (X1,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00,000

1,600,000,000원 = 1,600,000ㅇ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X1,600,000)

맑은환경본부 환경협력담당관부서 : 26,780,072 26,680,072 100,000

(X1,374,000) (X1,274,000) (X100,000)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정책 : 10,431,064 10,331,064 100,000

(X1,374,000) (X1,274,000) (X100,000)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친환경관리체계 
구축

성과목표 : 4,883,600 4,783,600 100,000

(X140,000) (X40,000) (X10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시민환경교육 만족도 향상 88% 89% 90%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도 83% 85% 87%

지속가능성평가 반영도 86% 8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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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맑은환경본부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4,883,600 4,783,600 100,000

(X140,000) (X40,000) (X100,000)

단위 :

(일반회계)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458,000 358,000 100,000

(X100,000) (X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000원 = 100,000ㅇ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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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맑은환경본부



복지국 2,756,043,558 2,743,985,433 12,058,125

(X1,107,293,188) (X1,095,235,063) (X12,058,125)

(채10,000,000) (채10,000,000)

복지국 복지정책과부서 : 1,594,846,282 1,583,740,748 11,105,534

(X649,004,663) (X637,899,129) (X11,105,534)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278,963,552 1,267,858,018 11,105,534

(X649,004,663) (X637,899,129) (X11,105,534)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성과목표 : 1,194,737,167 1,183,631,633 11,105,534

(X649,004,663) (X637,899,129) (X11,105,534)

성과지표 :  2009 201120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발굴율 13% 13% 1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격자 조치율 12% 12% 12%

저소득 틈새계층 발굴 및 지원자 수 6,100명 6,300명 6,300명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486,486,905 475,925,649 10,561,256

(X330,281,616) (X319,720,360) (X10,561,256)

단위 :

(일반회계)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13,048,457 2,487,201 10,561,256

(X12,219,390) (X1,658,134) (X10,561,25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61,256

10,561,256,000원 = 10,561,256ㅇ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X10,561,256)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99,750,262 99,205,984 544,278

(X14,977,457) (X14,433,179) (X544,278)

단위 :

(일반회계)

긴급복지지원사업 9,183,918 8,639,640 544,278

(X6,304,038) (X5,759,760) (X544,27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4,278

544,278,000원 = 544,278ㅇ 긴급복지지원 (X544,278)

복지국 노인복지과부서 : 675,961,681 675,083,150 878,531

(X339,169,390) (X338,290,859) (X878,531)

(채10,000,000) (채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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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지국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672,394,439 671,515,908 878,531

(X339,169,390) (X338,290,859) (X878,531)

(채10,000,000) (채10,000,000)

치매노인 지원강화성과목표 : 618,190,605 617,312,074 878,531

(X333,115,390) (X332,236,859) (X878,531)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치매노인서비스 제공율 15.2% 16.8% 17%

노인사회활동 지원 476,023,531 475,145,000 878,531

(X319,848,101) (X318,969,570) (X878,531)

단위 :

(일반회계)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6,743,608 5,865,077 878,531

(X878,531) (X878,53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78,531

878,531,000원 = 878,531ㅇ 경로당난방비 한시지원 (X878,531)

복지국 자활지원과부서 : 97,919,945 97,846,389 73,556

(X45,362,061) (X45,288,505) (X73,556)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32,553,352 32,479,796 73,556

(X2,112,628) (X2,039,072) (X73,556)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성과목표 : 32,553,352 32,479,796 73,556

(X2,112,628) (X2,039,072) (X73,556)

성과지표 :  2009 20112010

노숙인쉼터 확충 개소수 1개소 1개소 1개소

노숙인 일자리 제공율 70% 70% 70%

부랑인시설 운영지원 5,577,729 5,504,173 73,556

(X2,112,628) (X2,039,072) (X73,556)

단위 :

(일반회계)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5,505,629 5,432,073 73,556

(X2,104,028) (X2,030,472) (X73,556)

(100-307-02) 민간경상보조 5,083

5,083,000원 = 5,083ㅇ 늘푸른 자활의집 위탁운영 (X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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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지국



(100-307-05) 민간위탁금 68,473

68,473,000원 = 68,473ㅇ 시립은평의마을운영 (X68,473)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부서 : 36,650,254 36,649,750 504

(X567,112) (X566,608) (X504)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정책 : 19,032,702 19,032,198 504

(X567,112) (X566,608) (X504)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성과목표 : 3,370,156 3,369,652 504

(X344,224) (X343,720) (X504)

성과지표 :  2009 20112010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 52,430 53,030 53,030

식의약품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실적 30,700 30,720 30,720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 추진율 38% 42% 42%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시스템 구축 1,221,376 1,220,872 504

(X344,224) (X343,720) (X504)

단위 :

(일반회계)

시도가축방역(보조) 246,504 246,000 504

(X39,504) (X39,000) (X504)

(100-206-01) 재료비 504

504,000원 = 504ㅇ 시험검사 재료비 (X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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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복지국



문화국 452,522,025 452,472,025 50,000

(X45,297,422) (X45,247,422) (X50,000)

(채3,000,000) (채3,000,000)

문화국 문화재과부서 : 63,123,071 63,073,071 50,000

(X24,982,436) (X24,932,436) (X50,0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62,693,875 62,643,875 50,000

(X24,982,436) (X24,932,436) (X50,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53,009,820 52,959,820 50,000

(X24,974,436) (X24,924,436) (X5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북한산성 복원(누계) 160(804)m 210(1,014)m 281(1,295)m

서울 성곽 복원 320m 230m 285m

유형문화재 지정(누계) 15(365)건 15(380)건 15(395)건

등록문화재 문화공간 조성 1건 2건 2건

문화재 보존 복원 51,406,320 51,356,320 50,000

(X24,974,436) (X24,924,436) (X50,000)

단위 :

(일반회계)

숭례문 전시관 건립 100,000 50,000 50,000

(X50,000) (X50,000)

(100-401-01) 시설비 50,000

50,000,000원 = 50,000ㅇ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등 (X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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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화국



푸른도시국 584,862,711 584,270,711 592,000

(X14,700,519) (X14,108,519) (X592,00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부서 : 81,800,189 81,208,189 592,000

(X592,000) (X592,0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81,528,005 80,936,005 592,000

(X592,000) (X592,000)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성과목표 : 53,907,005 53,315,005 592,000

(X592,000) (X592,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공원이용 시민 만족도 69% 70% 71%

공원화장실 업그레이드 32개소 11개소 30개소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53,313,000 52,721,000 592,000

(X592,000) (X592,000)

단위 :

(일반회계)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공원 공익근무요원) 592,000 0 592,000

(X592,000) (X592,000)

(100-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96,394

396,394,000원 = 396,394ㅇ 공익요원(267명)보수,교통비 (X396,39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5,606

195,606,000원 = 195,606ㅇ 공익요원(129명)보수,교통비 (X19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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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푸른도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