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5,436,463,635 11,319,77715,447,783,412

500 보조금 1,290,779,080 11,319,7771,302,098,857

510 국고보조금등 1,290,779,080 11,319,7771,302,098,857

511 국고보조금등 1,290,779,080 11,319,7771,302,098,857

01 국고보조금 1,187,748,151 10,576,2111,198,324,362

143,334<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

37,388ㅇ 부랑인시설운영 37,388,000원

15,946ㅇ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15,946,000원

90,000ㅇ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 90,000,000원

207,095< 정보화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

207,095ㅇ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207,095,000원

90,000< 경쟁력강화본부 관광진흥담당관 >

90,000ㅇ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 90,000,000원

2,264,745< 복지국 노인복지과 >

2,264,745ㅇ 노인일자리사업 2,264,745,000원

6,767,000< 문화국 문화재과 >

267,000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67,000,000원

6,000,000ㅇ 풍납토성 복원비 6,000,000,000원

500,000ㅇ 서울 성곽 복원 500,000,000원

5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

50,000ㅇ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50,000,000원

1,054,000< 문화시설사업단 신청사담당관 >

1,054,000ㅇ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1,054,000,000원

37<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37ㅇ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37,000원

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781,417 428,23432,209,651

352,426< 복지국 식품안전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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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4,262ㅇ 기본경비(식의약안전감시및대응) 34,262,000원

318,164ㅇ 인건비(식의약안전감시 및 대응) 318,164,000원

75,808<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

75,808ㅇ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75,808,000원

03 기금 71,249,512 315,33271,564,844

195,600<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 >

15,600ㅇ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15,600,000원

180,000ㅇ 구강보건센터 설치 180,000,000원

119,732< 문화국 체육진흥과 >

119,732ㅇ 생활체육진흥사업 119,732,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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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95,400,000 7,000,000602,400,000

500 보조금 52,972,000 7,000,00059,972,000

510 국고보조금등 52,972,000 7,000,00059,972,000

511 국고보조금등 52,972,000 7,000,00059,972,000

01 국고보조금 52,972,000 7,000,00059,972,000

7,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

7,000,000ㅇ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7,00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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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000,000 10,00012,010,000

500 보조금 11,064,184 10,00011,074,184

510 국고보조금등 11,064,184 10,00011,074,184

511 국고보조금등 11,064,184 10,00011,074,184

03 기금 11,064,184 10,00011,074,184

10,000<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 >

10,000ㅇ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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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1,266,423,305 1,266,084,371 338,934

(X230,437,304) (X230,098,370) (X338,934)

(채20,000,000) (채20,000,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53,087,824 52,944,490 143,334

(X10,704,079) (X10,560,745) (X143,334)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52,091,938 51,948,604 143,334

(X10,704,079) (X10,560,745) (X143,334)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성과목표 : 19,225,994 19,082,660 143,334

(X7,423,179) (X7,279,845) (X143,334)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추진율 85% 100% 100%

여성발전기금 이용자 만족도 80% 81% 83%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18,535,003 18,391,669 143,334

(X7,423,179) (X7,279,845) (X143,334)

단위 :

(일반회계)

부랑인시설운영 3,413,316 3,375,928 37,388

(X1,069,468) (X1,032,080) (X37,388)

(100-307-05) 민간위탁금 37,388

= 28,041ㅇ 시립영보자애원 위탁운영비

28,041,000원 = 28,041  · 인건비 (X28,041)

= 9,347ㅇ 여성보호센터 위탁운영비

9,347,000원 = 9,347  · 인건비 (X9,347)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301,946 286,000 15,946

(X158,946) (X143,000) (X15,946)

(100-307-05) 민간위탁금 15,946

15,946,000원 = 15,946ㅇ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지원 (X15,946)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 3,297,809 3,207,809 90,000

(X1,392,585) (X1,302,585) (X9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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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90,000,000원 = 90,000ㅇ 자치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X90,000)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부서 : 67,725,048 67,529,448 195,600

(X29,294,264) (X29,098,664) (X195,600)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67,302,366 67,106,766 195,600

(X29,294,264) (X29,098,664) (X195,600)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수
요 충족

성과목표 : 26,121,729 26,106,129 15,600

(X10,430,849) (X10,415,249) (X15,6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 수 11개소 18개소 25개소

조기치매 검진자 수 26,000명 40,000명 54,000명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26,121,729 26,106,129 15,600

(X10,430,849) (X10,415,249) (X15,600)

단위 :

(일반회계)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54,600 39,000 15,600

(X54,600) (X39,000) (X15,6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600

15,600,000원 = 15,600ㅇ 노인불소겔,스케일링 (X15,600)

공공보건기능강화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성과목표 : 29,843,372 29,663,372 180,000

(X14,421,250) (X14,241,250) (X18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가구 수 72,600가구 79,860가구 87,850가구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방문건수 90,200건 99,220건 109,150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29,843,372 29,663,372 180,000

(X14,421,250) (X14,241,250) (X180,000)

단위 :

(일반회계)

구강보건센터 설치 180,000 0 180,000

(X180,000) (X18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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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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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정보화기획단 97,413,808 97,206,713 207,095

(X8,109,184) (X7,902,089) (X207,095)

(채5,000,000) (채5,000,000)

정보화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부서 : 10,084,063 9,876,968 207,095

(X1,864,140) (X1,657,045) (X207,095)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책 : 10,038,776 9,831,681 207,095

(X1,864,140) (X1,657,045) (X207,095)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성과목표 : 6,092,992 5,885,897 207,095

(X1,864,140) (X1,657,045) (X207,095)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정보기술아키텍쳐(EA)성숙도 수준 2.3 2.5 2.6

행정정보화시스템 사업 6,092,992 5,885,897 207,095

(X1,864,140) (X1,657,045) (X207,095)

단위 :

(일반회계)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1,864,140 1,657,045 207,095

(X1,864,140) (X1,657,045) (X207,095)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7,095

207,095,000원 = 207,095ㅇ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보조사업비 (X20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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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화기획단



경쟁력강화본부 530,976,769 530,886,769 90,000

(X82,576,617) (X82,486,617) (X90,000)

경쟁력강화본부 관광진흥담당관부서 : 41,029,311 40,939,311 90,000

(X743,410) (X653,410) (X90,000)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정책 : 40,931,878 40,841,878 90,000

(X743,410) (X653,410) (X90,000)

해외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성과목표 : 8,350,039 8,260,039 90,000

(X743,410) (X653,410) (X9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서울형 전략상품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천명) 49 70 77

서울문화관광자원 활용 극대화 8,350,039 8,260,039 90,000

(X743,410) (X653,410) (X90,000)

단위 :

(일반회계)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 90,000 0 90,000

(X90,000) (X9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000

90,000,000원 = 90,000ㅇ Taste 종로-Gourmet de tour(종로구) (X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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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쟁력강화본부



복지국 2,758,736,537 2,756,043,558 2,692,979

(X1,109,986,167) (X1,107,293,188) (X2,692,979)

(채10,000,000) (채10,000,000)

복지국 노인복지과부서 : 678,226,426 675,961,681 2,264,745

(X341,434,135) (X339,169,390) (X2,264,745)

(채10,000,000) (채10,000,000)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674,659,184 672,394,439 2,264,745

(X341,434,135) (X339,169,390) (X2,264,745)

(채10,000,000) (채10,000,000)

치매노인 지원강화성과목표 : 620,455,350 618,190,605 2,264,745

(X335,380,135) (X333,115,390) (X2,264,745)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치매노인서비스 제공율 15.2% 16.8% 17%

노인사회활동 지원 478,288,276 476,023,531 2,264,745

(X322,112,846) (X319,848,101) (X2,264,745)

단위 :

(일반회계)

노인일자리사업 30,180,097 27,915,352 2,264,745

(X13,854,879) (X11,590,134) (X2,264,745)

(100-307-04) 민간행사보조 22,050

22,050,000원 = 22,050ㅇ 어르신일자리박람회 개최 (X22,050)

(100-307-05) 민간위탁금 14,160

14,160,000원 = 14,160ㅇ 지하철도우미 (X14,16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28,535

2,228,535,000원 = 2,228,535ㅇ 노인일자리사업(자치구수행) (X2,228,535)

복지국 식품안전과부서 : 1,317,271 964,845 352,426

(X562,308) (X209,882) (X352,426)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정책 : 457,357 104,931 352,426

(X352,426) (X352,426)

일반예산성과목표 : 457,357 104,931 352,426

(X352,426) (X352,426)

성과지표 :  2009 20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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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국



기본경비(복지국 식품안전과) 95,125 60,863 34,262

(X34,262) (X34,262)

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식의약안전감시및대응) 34,262 0 34,262

(X34,262) (X34,262)

(100-201-01) 사무관리비 34,262

34,262,000원 = 34,262ㅇ 일반운영비 (X34,262)

인력운영비(복지국 식품안전과) 362,232 44,068 318,164

(X318,164) (X318,164)

단위 :

(일반회계)

인건비(식의약안전감시 및 대응) 318,164 0 318,164

(X318,164) (X318,164)

(100-101-01) 보수 318,164

318,164,000원 = 318,164ㅇ 기본급 등(9명) (X318,164)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부서 : 36,726,062 36,650,254 75,808

(X642,920) (X567,112) (X75,808)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정책 : 19,108,510 19,032,702 75,808

(X642,920) (X567,112) (X75,808)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성과목표 : 3,445,964 3,370,156 75,808

(X420,032) (X344,224) (X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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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약품 검사 강화 2,224,588 2,148,780 75,808

(X75,808) (X75,808)

단위 :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573,638 497,830 75,808

(X75,808) (X75,808)

(100-206-01) 재료비 75,808

75,808,000원 = 75,808ㅇ 시험검사재료비 (X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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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지국



문화국 459,408,757 452,522,025 6,886,732

(X52,184,154) (X45,297,422) (X6,886,732)

(채3,000,000) (채3,000,000)

문화국 문화재과부서 : 69,890,071 63,123,071 6,767,000

(X31,749,436) (X24,982,436) (X6,767,0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69,460,875 62,693,875 6,767,000

(X31,749,436) (X24,982,436) (X6,767,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59,776,820 53,009,820 6,767,000

(X31,741,436) (X24,974,436) (X6,7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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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73,320 51,406,320 6,767,000

(X31,741,436) (X24,974,436) (X6,767,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944,143 5,677,143 267,000

(X4,051,000) (X3,784,000) (X267,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67,000

267,000,000원 = 267,000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X267,000)

풍납토성 복원비 26,600,000 20,600,000 6,000,000

(X20,000,000) (X14,000,000) (X6,000,000)

(100-401-01) 시설비 6,000,000

6,000,000,000원 = 6,000,000ㅇ 풍납토성 사적지정 토지매입 등 (X6,000,000)

서울 성곽 복원 2,448,271 1,948,271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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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1-01) 시설비 500,000

500,000,000원 = 500,000ㅇ 바닥 형상화 (X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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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화국



문화국 체육진흥과부서 : 91,262,108 91,142,376 119,732

(X3,026,092) (X2,906,360) (X119,732)

(채3,000,000) (채3,000,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91,203,129 91,083,397 119,732

(X3,026,092) (X2,906,360) (X119,732)

(채3,000,000) (채3,000,000)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성과목표 : 49,885,944 49,766,212 119,732

(X3,026,092) (X2,906,360) (X119,732)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75% 77% 78%

시장기대회 개최 종목수 및 참여인원수 84종/57.5천명 86종/59천명 86종/59.5천명

생활체육 육성 14,323,618 14,203,886 119,732

(X3,026,092) (X2,906,360) (X119,732)

단위 :

(일반회계)

생활체육진흥사업 4,213,875 4,094,143 119,732

(X119,732) (X119,732)

(100-307-05) 민간위탁금 69,732

69,732,000원 = 69,732ㅇ 인건비 (X69,73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50,000,000원 = 50,000ㅇ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운영(성북구) (X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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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화국



푸른도시국 584,912,711 584,862,711 50,000

(X14,750,519) (X14,700,519) (X5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부서 : 90,506,312 90,456,312 50,000

(X1,050,000) (X1,000,000) (X50,000)

생활주변 녹지확충정책 : 90,469,000 90,419,000 50,000

(X1,050,000) (X1,000,000) (X50,000)

생활 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성과목표 : 71,075,000 71,025,000 50,000

(X50,000) (X5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학교 공원화 64개소 33개소 20개소

건축물 옥상녹화 44,000㎡ 44,000㎡ 44,000㎡

녹지보전 강화 24,343,000 24,293,000 50,000

(X50,000) (X50,000)

단위 :

(일반회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7,354,000 17,304,000 50,000

(X50,000) (X50,000)

(100-401-01) 시설비 50,000

50,000,000원 = 50,000ㅇ 송파구 오금로(400m) (X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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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푸른도시국



문화시설사업단 132,585,718 131,531,718 1,054,000

(X1,054,000) (X1,054,000)

(채20,000,000) (채20,000,000)

문화시설사업단 신청사담당관부서 : 39,028,640 37,974,640 1,054,000

(X1,054,000) (X1,054,000)

신청사 건립 추진정책 : 39,010,502 37,956,502 1,054,000

(X1,054,000) (X1,054,000)

시청사 건립의 차질 없이 추진성과목표 : 39,010,502 37,956,502 1,054,000

(X1,054,000) (X1,054,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신청사 건립 공정률 25 70 100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39,010,502 37,956,502 1,054,000

(X1,054,000) (X1,054,000)

단위 :

(일반회계)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39,010,502 37,956,502 1,054,000

(X1,054,000) (X1,054,000)

(100-401-01) 시설비 1,054,000

1,054,000,000원 = 1,054,000ㅇ 신청사 건립 공사비 (X1,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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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화시설사업단



물관리국 696,094,740 696,084,740 10,000

(X15,923,184) (X15,913,184) (X10,000)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부서 : 29,653,549 29,643,549 10,000

(X11,074,184) (X11,064,184) (X10,000)

깨끗한 물관리정책 : 24,758,942 24,748,942 10,000

(X6,943,602) (X6,933,602) (X10,000)

한강수질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성과목표 : 7,640,222 7,630,222 10,000

(X6,943,602) (X6,933,602) (X1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량 45,000 35,000 35,000

한강 수질개선 7,268,738 7,258,738 10,000

(X6,943,602) (X6,933,602) (X10,000)

단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한강수질개선특별회
계)

32,600 22,600 10,000

(X26,600) (X16,600) (X10,000)

(209-202-03)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000원 = 10,000ㅇ 유역관리 해외 연수비용 (X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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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물관리국



소방재난본부 459,827,271 459,827,234 37

(X2,147,995) (X2,147,958) (X37)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부서 : 390,376,293 390,376,256 37

(X449,795) (X449,758) (X37)

소방행정업무의 과학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정책 : 53,180,248 53,180,211 37

(X303,283) (X303,246) (X37)

소방행정업무 역량 강화성과목표 : 1,281,573 1,281,536 37

(X303,283) (X303,246) (X37)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의무소방원 자격증 취득률 현원대비10% 취득 현원대비10% 취득 현원대비10% 취득

전문위탁교육 수료인원 전년대비5%증가 전년대비5%증가 전년대비5%증가

소방행정업무 보조요원 관리 303,283 303,246 37

(X303,283) (X303,246) (X37)

단위 :

(일반회계)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176,367 176,330 37

(X176,367) (X176,330) (X37)

(100-201-01) 사무관리비 37

37,000원 = 37ㅇ 개인용품, 의료비, 피복비 등 (X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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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626,746,328 619,746,328 7,000,000

(X59,972,000) (X52,972,000) (X7,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부서 : 626,746,328 619,746,328 7,000,000

(X59,972,000) (X52,972,000) (X7,000,000)

도시철도 건설정책 : 100,343,102 93,343,102 7,000,000

(X44,772,000) (X37,772,000) (X7,000,000)

철저한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도시철도 건
설

성과목표 : 100,343,102 93,343,102 7,000,000

(X44,772,000) (X37,772,000) (X7,00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9호선3단계건설 공정율 공사착공 8.9% 23.5%

3호선연장건설 공정율 97% 100%

7호선연장건설 공정율 53% 69% 87%

9호선2단계건설 공정율 15% 37% 57%

도시철도 건설사업 98,958,230 91,958,230 7,000,000

(X44,772,000) (X37,772,000) (X7,000,000)

단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4,500,000 27,500,000 7,000,000

(X10,000,000) (X3,000,000) (X7,000,000)

(201-401-01) 시설비 7,000,000

7,000,000,000원 = 7,000,000ㅇ 9호선 3단계 건설 (X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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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도시기반시설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