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5,460,490,834 11,452,65215,471,943,486

500 보조금 1,310,587,198 11,452,6521,322,039,850

510 국고보조금등 1,310,587,198 11,452,6521,322,039,850

511 국고보조금등 1,310,587,198 11,452,6521,322,039,850

01 국고보조금 1,202,152,711 7,394,1721,209,546,883

17,8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

17,800ㅇ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17,800,000원

1,871,852<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

1,871,852ㅇ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1,871,852,000원

2,941,000<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 >

2,941,000ㅇ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941,000,000원

1,010,736< 복지국 복지정책과 >

258,468ㅇ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58,468,000원

752,268ㅇ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752,268,000원

806,222<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806,222ㅇ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806,222,000원

562,000< 복지국 자활지원과 >

562,000ㅇ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562,000,000원

184,562< 문화국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 >

19,804ㅇ 한서정보도서관 19,804,000원

20,000ㅇ 고척길마도서관 20,000,000원

44,758ㅇ 하계1동 가재울작은도서관 44,758,000원

50,000ㅇ 장안2동 어린이작은도서관 50,000,000원

50,000ㅇ 소나무언덕 6호도서관 50,000,000원

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052,023 450,50033,502,523

364,60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

364,600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64,6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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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5,9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85,900ㅇ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85,900,000원

03 기금 75,382,464 3,607,98078,990,444

31,98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

31,980ㅇ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보조) 31,980,000원

76,000< 문화국 문화재과 >

76,000ㅇ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 76,000,000원

3,500,000< 문화국 체육진흥과 >

3,500,000ㅇ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 3,500,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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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010,000 10,00012,020,000

500 보조금 11,074,184 10,00011,084,184

510 국고보조금등 11,074,184 10,00011,084,184

511 국고보조금등 11,074,184 10,00011,084,184

03 기금 11,074,184 10,00011,08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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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8,653,712 1,266,764,060 1,889,652

(X232,667,711) (X230,778,059) (X1,889,652)

(채20,000,000) (채20,000,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53,284,244 53,266,444 17,800

(X10,900,499) (X10,882,699) (X17,800)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52,288,358 52,270,558 17,800

(X10,900,499) (X10,882,699) (X17,800)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성과목표 : 19,422,414 19,404,614 17,800

(X7,619,599) (X7,601,799) (X17,8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추진율 85% 100% 100%

여성발전기금 이용자 만족도 80% 81% 83%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18,731,423 18,713,623 17,800

(X7,619,599) (X7,601,799) (X17,800)

단위 :

(일반회계)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289,000 271,200 17,800

(X289,000) (X271,200) (X17,8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11,800

11,800,000원 = 11,800ㅇ 잔존집결지 지원금 (X11,8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

6,000,000원 = 6,000ㅇ 지역협의체 운영비 (X6,000)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부서 : 82,530,683 80,658,831 1,871,852

(X22,745,342) (X20,873,490) (X1,871,852)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 및 건강한 가정 가꾸기정책 : 82,250,522 80,378,670 1,871,852

(X22,745,342) (X20,873,490) (X1,871,852)

건강한 가정 조성성과목표 : 41,515,125 39,643,273 1,871,852

(X14,596,068) (X12,724,216) (X1,871,852)

성과지표 :  2009 20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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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 380,000 400,000 410,000

한부모 가족 지원 32,745,428 30,873,576 1,871,852

(X11,482,333) (X9,610,481) (X1,871,852)

단위 :

(일반회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1,871,852 0 1,871,852

(X1,871,852) (X1,871,85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71,852

1,871,852,000원 = 1,871,852ㅇ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X1,8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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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강화본부 538,208,089 535,267,089 2,941,000

(X86,687,937) (X83,746,937) (X2,941,000)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부서 : 46,723,337 43,782,337 2,941,000

(X24,155,767) (X21,214,767) (X2,941,000)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16,155,007 13,214,007 2,941,000

(X9,303,550) (X6,362,550) (X2,941,000)

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추진성과목표 : 16,155,007 13,214,007 2,941,000

(X9,303,550) (X6,362,550) (X2,941,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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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거래질서 확립 6,812,853 3,871,853 2,941,000

(X3,697,107) (X756,107) (X2,941,000)

단위 :

(일반회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882,000 2,941,000 2,941,000

(X2,941,000) (X2,941,000)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2,941,000

2,941,000,000원 = 2,941,000ㅇ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X2,9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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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쟁력강화본부



복지국 2,764,324,556 2,761,913,618 2,410,938

(X1,115,574,186) (X1,113,163,248) (X2,410,938)

(채10,000,000) (채10,000,000)

복지국 복지정책과부서 : 1,595,878,158 1,594,867,422 1,010,736

(X650,036,539) (X649,025,803) (X1,010,736)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279,995,428 1,278,984,692 1,010,736

(X650,036,539) (X649,025,803) (X1,010,736)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성과목표 : 1,195,747,903 1,194,737,167 1,010,736

(X650,015,399) (X649,004,663) (X1,0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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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239,173 486,486,905 752,268

(X331,033,884) (X330,281,616) (X752,268)

단위 :

(일반회계)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13,800,725 13,048,457 752,268

(X12,971,658) (X12,219,390) (X752,26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2,268

752,268,000원 = 752,268ㅇ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X752,268)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100,008,730 99,750,262 258,468

(X15,235,925) (X14,977,457) (X258,468)

단위 :

(일반회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846,668 11,588,200 258,468

(X7,554,068) (X7,295,600) (X258,468)

(100-201-01) 사무관리비 152,000

152,000,000원 = 152,000ㅇ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X152,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6,468

106,468,000원 = 106,468ㅇ 지역개발형 (X106,468)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부서 : 351,591,890 350,785,668 806,222

(X76,942,243) (X76,136,021) (X8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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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국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346,820,746 346,014,524 806,222

(X76,942,243) (X76,136,021) (X806,222)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
립생활 기반조성

성과목표 : 313,862,715 313,056,493 806,222

(X75,042,483) (X74,236,261) (X806,222)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 수 40,000명 43,000명 43,000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수 89,000명 94,000명 95,000명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16,696,572 15,890,350 806,222

(X7,199,897) (X6,393,675) (X806,222)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968,222 5,162,000 806,222

(X3,387,222) (X2,581,000) (X806,222)

(100-402-01) 민간자본보조 806,222

806,222,000원 = 806,222ㅇ 신축,증축,개보수,장비구매 등 (X806,222)

복지국 자활지원과부서 : 98,481,945 97,919,945 562,000

(X45,924,061) (X45,362,061) (X562,000)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65,877,543 65,315,543 562,000

(X43,811,433) (X43,249,433) (X562,000)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로 자립능력 제고성과목표 : 65,877,543 65,315,543 562,000

(X43,811,433) (X43,249,433) (X562,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희망의 인문학 강좌 참여인원 1,500명 2,000명 2,000명

자활공동체 확충 150개소 180개소 180개소

저소득시민자활사업 운영 지원 56,428,790 55,866,790 562,000

(X38,015,230) (X37,453,230) (X562,000)

단위 :

(일반회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1,721,500 1,159,500 562,000

(X1,335,000) (X773,000) (X562,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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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국



562,000,000원 = 562,000ㅇ 가사·간병서비스대상자 바우처 지원 (X562,00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부서 : 36,758,042 36,726,062 31,980

(X674,900) (X642,920) (X31,980)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정책 : 19,140,490 19,108,510 31,980

(X674,900) (X642,920) (X31,980)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성과목표 : 3,477,944 3,445,964 31,980

(X452,012) (X420,032) (X3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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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3,356 1,221,376 31,980

(X376,204) (X344,224) (X31,980)

단위 :

(일반회계)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보조) 131,352 99,372 31,980

(X70,200) (X38,220) (X31,980)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980

31,980,000원 = 31,980ㅇ 도축검사원 인부임 (X3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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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지국



문화국 464,188,499 460,427,937 3,760,562

(X56,963,896) (X53,203,334) (X3,760,562)

(채3,000,000) (채3,000,000)

문화국 문화재과부서 : 70,002,389 69,926,389 76,000

(X31,861,754) (X31,785,754) (X76,0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69,573,193 69,497,193 76,000

(X31,861,754) (X31,785,754) (X76,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59,852,820 59,776,820 76,000

(X31,817,436) (X31,741,436) (X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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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49,320 58,173,320 76,000

(X31,817,436) (X31,741,436) (X76,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 76,000 0 76,000

(X76,000) (X76,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6,000

76,000,000원 = 76,000ㅇ 서울문묘 긴급보수(종로구) (X76,000)

문화국 체육진흥과부서 : 95,677,108 92,177,108 3,500,000

(X7,441,092) (X3,941,092) (X3,500,000)

(채3,000,000) (채3,000,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95,618,129 92,118,129 3,500,000

(X7,441,092) (X3,941,092) (X3,500,000)

(채3,000,000) (채3,000,000)

시민체육공간 지속적 확충 및 운영 효율화성과목표 : 43,967,185 40,467,185 3,500,000

(X4,400,000) (X900,000) (X3,500,000)

(채3,000,000) (채3,00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자치구체육센터 건립(누계) 2(39)개소 2(41)개소 1(4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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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화국



학교시설복합화 건립(누계) 2(63)개소 3(66)개소 4(70)개소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 10% 43.5% 100%

시민체육공간 확충 33,911,000 30,411,000 3,500,000

(X4,400,000) (X900,000) (X3,500,000)

(채3,000,000) (채3,000,000)
단위 :

(일반회계)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 3,500,000 0 3,500,000

(X3,500,000) (X3,5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00

3,500,000,000원 = 3,500,000ㅇ 운동장생활체육시설(중구 등 10개구) (X3,500,000)

문화국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부서 : 16,075,377 15,890,815 184,562

(X1,799,424) (X1,614,862) (X184,562)

서울의 창의문화와 시민의 지식정보활동을 선
도하는 도서관 구현

정책 : 16,064,093 15,879,531 184,562

(X1,799,424) (X1,614,862) (X184,562)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성과목표 : 14,994,593 14,810,031 184,562

(X1,799,424) (X1,614,862) (X184,562)

성과지표 :  2009 20112010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누계) 9(115)개소 8(123)개소 5(128)개소

공공도서관 등 운영 지원 52개소 70개소 79개소

도서관 시설 확충 8,232,424 8,047,862 184,562

(X1,140,424) (X955,862) (X184,562)

단위 :

(일반회계)

한서정보도서관 19,804 0 19,804

(X19,804) (X19,804)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804

19,804,000원 = 19,804ㅇ 도서관조성에 따른 지원 (X19,804)

고척길마도서관 20,000 0 20,000

(X20,000) (X2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

20,000,000원 = 20,000ㅇ 도서관조성에 따른 지원 (X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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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화국



하계1동 가재울작은도서관 44,758 0 44,758

(X44,758) (X44,758)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4,758

44,758,000원 = 44,758ㅇ 도서관조성에 따른 지원 (X44,758)

장안2동 어린이작은도서관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ㅇ 도서관조성에 따른 지원 (X50,000)

소나무언덕 6호도서관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ㅇ 도서관조성에 따른 지원 (X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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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화국



푸른도시국 585,806,811 585,442,211 364,600

(X15,644,619) (X15,280,019) (X364,60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부서 : 82,694,289 82,329,689 364,600

(X1,486,100) (X1,121,500) (X364,6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82,422,105 82,057,505 364,600

(X1,486,100) (X1,121,500) (X364,600)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성과목표 : 54,801,105 54,436,505 364,600

(X1,486,100) (X1,121,500) (X364,6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공원이용 시민 만족도 69% 70% 71%

공원화장실 업그레이드 32개소 11개소 30개소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54,207,100 53,842,500 364,600

(X1,486,100) (X1,121,500) (X364,600)

단위 :

(일반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78,100 413,500 364,600

(X778,100) (X413,500) (X364,6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64,600

98,000,000원 = 98,000ㅇ 종로구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X98,000)

240,000,000원 = 240,000ㅇ 중랑구 망우동 294-2~280-6간 도로개설공사 (X240,000)

19,250,000원 = 19,250ㅇ 강동구 서원마을 회관 조성 (X19,250)

7,350,000원 = 7,350ㅇ 강동구 서원마을 어린이놀이터 조성 (X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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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684,427,428 684,341,528 85,900

(X425,305) (X339,405) (X85,9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부서 : 592,518,886 592,432,986 85,900

(X366,910) (X281,010) (X85,900)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정책 : 2,970,497 2,884,597 85,900

(X366,910) (X281,010) (X85,900)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 기반
구축

성과목표 : 2,970,497 2,884,597 85,900

(X366,910) (X281,010) (X85,9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지침 마련 및 시행 40(100) 정비계획수립 및 시행

도시발전연구 2,267,468 2,181,568 85,900

(X366,910) (X281,010) (X85,900)

단위 :

(일반회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366,910 281,010 85,900

(X366,910) (X281,010) (X85,9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5,900

85,900,000원 = 85,900ㅇ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3차) (X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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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도시계획국



물관리국 696,349,740 696,339,740 10,000

(X16,093,184) (X16,083,184) (X10,000)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부서 : 29,748,549 29,738,549 10,000

(X11,084,184) (X11,074,184) (X10,000)

깨끗한 물관리정책 : 24,853,942 24,843,942 10,000

(X6,953,602) (X6,943,602) (X10,000)

한강수질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성과목표 : 7,650,222 7,640,222 10,000

(X6,953,602) (X6,943,602) (X1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량 45,000 35,000 35,000

한강 수질개선 7,278,738 7,268,738 10,000

(X6,953,602) (X6,943,602) (X10,000)

단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한강수질개선특별회
계)

42,600 32,600 10,000

(X36,600) (X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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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물관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