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5,481,601,071 3,729,44715,485,330,518

500 보조금 1,327,397,435 3,729,4471,331,126,882

510 국고보조금등 1,327,397,435 3,729,4471,331,126,882

511 국고보조금등 1,327,397,435 3,729,4471,331,126,882

01 국고보조금 1,214,484,468 1,259,3011,215,743,769

500,000<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 >

500,000ㅇ 해외환자 유치활성화지원 500,000,000원

600,000< 정보화기획단 유시티추진담당관 >

600,000ㅇ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마포구) 600,000,000원

8,000<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 >

8,000ㅇ 양곡관리사업 8,000,000원

15,876<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15,876ㅇ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15,876,000원

135,200< 행정국 행정과 >

30,000ㅇ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30,000,000원

105,200ㅇ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05,200,000원

225<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25ㅇ 의무소방대 관리 (인건비) 225,000원

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502,523 2,114,76235,617,285

57,862< 문화국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 >

57,862ㅇ 신도림고 복합화 57,862,000원

2,056,90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

2,056,900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56,900,000원

03 기금 79,410,444 355,38479,765,828

58,320<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58,320ㅇ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58,320,000원

180,000<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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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80,000ㅇ 신종전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유지 180,000,000원

116,798<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 >

116,798ㅇ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116,798,000원

266< 농업기술센터 >

266ㅇ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국가기반기술보급사업) 266,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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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036,300,000 4,728,0001,041,028,000

500 보조금 40,308,000 4,728,00045,036,000

510 국고보조금등 40,308,000 4,728,00045,036,000

511 국고보조금등 40,308,000 4,728,00045,036,000

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738,000 4,728,00030,466,000

4,728,000<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시설담당관 >

1,170,000ㅇ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1,170,000,000원

3,558,000ㅇ 천호~하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3,558,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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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1,269,508,830 1,268,653,712 855,118

(X233,522,829) (X232,667,711) (X855,118)

(채20,000,000) (채20,000,000)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부서 : 151,897,274 151,838,954 58,320

(X12,859,427) (X12,801,107) (X58,32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51,172,122 151,113,802 58,320

(X12,859,427) (X12,801,107) (X58,320)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성과목표 : 67,618,053 67,559,733 58,320

(X5,733,147) (X5,674,827) (X58,32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자수 165천명 170천명 170천명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율 65% 66% 66%

청소년지원센터 확충·운영 13개소 13개소 18개소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58,178,862 58,120,542 58,320

(X3,784,074) (X3,725,754) (X58,320)

단위 :

(일반회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271,440 213,120 58,320

(X174,600) (X116,280) (X58,320)

(100-307-05) 민간위탁금 48,600

48,600,000원 = 48,600ㅇ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X48,6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720

9,720,000원 = 9,720ㅇ 구립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X9,720)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부서 : 307,625,172 306,945,172 680,000

(X14,118,815) (X13,438,815) (X680,000)

(채20,000,000) (채20,000,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307,260,315 306,580,315 680,000

(X14,097,215) (X13,417,215) (X680,000)

(채20,000,000) (채20,000,000)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보호성과목표 : 17,259,080 17,079,080 180,000

(X7,760,222) (X7,580,222) (X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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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관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예방접종율 80% 85% 85%

전염병 보균검사 검진율 94% 96% 96%

전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17,259,080 17,079,080 180,000

(X7,760,222) (X7,580,222) (X180,000)

단위 :

(일반회계)

신종전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유지 180,000 0 180,000

(X180,000) (X18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180,000

180,000,000원 = 180,000ㅇ 국가격리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X180,00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성과목표 : 40,936,473 40,436,473 500,000

(X6,336,993) (X5,836,993) (X50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정신보건시설 확충 104개소 114개소 118개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인원 2,200명 2,400명 2,600명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13,922,534 13,422,534 500,000

(X5,834,193) (X5,334,193) (X500,000)

단위 :

(일반회계)

해외환자 유치활성화지원 500,000 0 500,000

(X500,000) (X5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500,000,000원 = 500,000ㅇ 강남 성형, 피부 뷰티 육성 사업 (X500,000)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부서 : 67,841,846 67,725,048 116,798

(X29,411,062) (X29,294,264) (X116,798)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67,419,164 67,302,366 116,798

(X29,411,062) (X29,294,264) (X116,798)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수
요 충족

성과목표 : 26,238,527 26,121,729 116,798

(X10,547,647) (X10,430,849) (X116,798)

성과지표 :  2009 20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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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관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 수 11개소 18개소 25개소

조기치매 검진자 수 26,000명 40,000명 54,000명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26,238,527 26,121,729 116,798

(X10,547,647) (X10,430,849) (X116,798)

단위 :

(일반회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3,080,885 2,964,087 116,798

(X1,484,839) (X1,368,041) (X116,79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6,798

116,798,000원 = 116,798ㅇ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X11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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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가족정책관



정보화기획단 98,013,808 97,413,808 600,000

(X8,709,184) (X8,109,184) (X600,000)

(채5,000,000) (채5,000,000)

정보화기획단 유시티추진담당관부서 : 4,844,804 4,244,804 600,000

(X600,000) (X600,000)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 및 전략사업 추진정책 : 4,814,300 4,214,300 600,000

(X600,000) (X600,000)

시민고객과 연계된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성과목표 : 4,814,300 4,214,300 600,000

(X600,000) (X600,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개소 2 5 5

모바일 포털 서비스 접속 건수 3,200만 3,600만 4,000만

유비쿼터스서비스 도입 및 확산 3,282,064 2,682,064 600,000

(X600,000) (X600,000)

단위 :

(일반회계)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마포구) 600,000 0 600,000

(X600,000) (X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600,000,000원 = 600,000ㅇ 마포 u-City 시범도시 조성 확대시행 (X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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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화기획단



경쟁력강화본부 538,236,355 538,228,089 8,266

(X86,716,203) (X86,707,937) (X8,266)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부서 : 46,751,337 46,743,337 8,000

(X24,183,767) (X24,175,767) (X8,000)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16,183,007 16,175,007 8,000

(X9,331,550) (X9,323,550) (X8,000)

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추진성과목표 : 16,183,007 16,175,007 8,000

(X9,331,550) (X9,323,550) (X8,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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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거래질서 확립 6,840,853 6,832,853 8,000

(X3,725,107) (X3,717,107) (X8,000)

단위 :

(일반회계)

양곡관리사업 18,107 10,107 8,000

(X18,107) (X10,107) (X8,000)

(100-201-01) 사무관리비 7,500

7,500,000원 = 7,500ㅇ 정부관리양곡 매출, 결산관련 각종 경비 (X7,500)

(100-202-01) 국내여비 500

500,000원 = 500ㅇ 정부양곡재고조사, 가공식품업체조사 등 여비 (X500)

농업기술센터부서 : 3,308,472 3,308,206 266

(X359,836) (X359,570) (X266)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 1,582,130 1,581,864 266

(X359,836) (X359,570) (X266)

생활농업 활성화성과목표 : 1,582,130 1,581,864 266

(X359,836) (X359,570) (X266)

성과지표 :  2009 20112010

농업기술센터 교육생 만족도(%) 86 8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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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쟁력강화본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925,633 925,367 266

(X83,416) (X83,150) (X266)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국가기반기술보급사업) 266 0 266

(X266) (X266)

(100-206-01) 재료비 266

266,000원 = 266ㅇ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재료비 (X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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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쟁력강화본부



복지국 2,764,620,804 2,764,604,928 15,876

(X1,115,870,434) (X1,115,854,558) (X15,876)

(채10,000,000) (채10,000,000)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부서 : 351,607,766 351,591,890 15,876

(X76,958,119) (X76,942,243) (X15,876)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346,836,622 346,820,746 15,876

(X76,958,119) (X76,942,243) (X15,876)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
립생활 기반조성

성과목표 : 313,878,591 313,862,715 15,876

(X75,058,359) (X75,042,483) (X15,876)

성과지표 :  2009 20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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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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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97,182,019 297,166,143 15,876

(X67,858,462) (X67,842,586) (X15,876)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197,316 181,440 15,876

(X142,884) (X127,008) (X15,876)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876

15,876,000원 = 15,876ㅇ 실비입소이용료지원 (X1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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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지국



문화국 425,128,690 425,070,828 57,862

(X57,421,758) (X57,363,896) (X57,862)

(채3,000,000) (채3,000,000)

문화국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부서 : 16,133,239 16,075,377 57,862

(X1,857,286) (X1,799,424) (X57,862)

서울의 창의문화와 시민의 지식정보활동을 선
도하는 도서관 구현

정책 : 16,121,955 16,064,093 57,862

(X1,857,286) (X1,799,424) (X57,862)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성과목표 : 15,052,455 14,994,593 57,862

(X1,857,286) (X1,799,424) (X5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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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0,286 8,232,424 57,862

(X1,198,286) (X1,140,424) (X57,862)

단위 :

(일반회계)

신도림고 복합화 115,724 57,862 57,862

(X115,724) (X57,862) (X57,86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7,862

57,862,000원 = 57,862ㅇ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지원 (X5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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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화국



푸른도시국 588,863,711 586,806,811 2,056,900

(X17,701,519) (X15,644,619) (X2,056,900)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부서 : 84,751,189 82,694,289 2,056,900

(X3,543,000) (X1,486,100) (X2,056,9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84,479,005 82,422,105 2,056,900

(X3,543,000) (X1,486,100) (X2,056,900)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성과목표 : 56,858,005 54,801,105 2,056,900

(X3,543,000) (X1,486,100) (X2,056,9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공원이용 시민 만족도 69% 70% 71%

공원화장실 업그레이드 32개소 11개소 30개소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56,264,000 54,207,100 2,056,900

(X3,543,000) (X1,486,100) (X2,056,900)

단위 :

(일반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835,000 778,100 2,056,900

(X2,835,000) (X778,100) (X2,056,9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56,900

73,500,000원 = 73,500ㅇ 종로구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X73,500)

960,000,000원 = 960,000ㅇ 중랑구 망우동 294-2~280-6간 도로개설공사 (X960,000)

673,750,000원 = 673,750ㅇ 강동구 서원마을 회관 조성 (X673,750)

349,650,000원 = 349,650ㅇ 강동구 서원마을 어린이놀이터 조성 (X3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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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푸른도시국



행정국 1,962,658,316 1,962,523,116 135,200

(X1,898,711) (X1,763,511) (X135,200)

행정국 행정과부서 : 1,791,684,147 1,791,548,947 135,200

(X1,764,849) (X1,629,649) (X135,200)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정책 : 44,566,741 44,431,541 135,200

(X1,649,969) (X1,514,769) (X135,200)

시민참여 활성화성과목표 : 44,566,741 44,431,541 135,200

(X1,649,969) (X1,514,769) (X135,2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자원봉사자 증가율 4% 5% 5.5%

민간단체 우수사업 비율 25% 25% 25%

시민참여 강화 44,566,741 44,431,541 135,200

(X1,649,969) (X1,514,769) (X135,200)

단위 :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05,200 600,000 105,200

(X665,200) (X560,000) (X105,2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105,200

105,200,000원 = 105,200ㅇ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X105,200)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30,000 0 30,000

(X30,000) (X3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30,000,000원 = 30,000ㅇ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영등포구) (X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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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행정국



도시교통본부 3,295,043,312 3,290,315,312 4,728,000

(X174,266,000) (X169,538,000) (X4,728,000)

(채23,000,000) (채23,000,000)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시설담당관부서 : 100,721,812 95,993,812 4,728,000

(X14,753,000) (X10,025,000) (X4,728,000)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정책 : 100,627,000 95,899,000 4,728,000

(X14,753,000) (X10,025,000) (X4,728,000)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성과목표 : 100,627,000 95,899,000 4,728,000

(X14,753,000) (X10,025,000) (X4,728,000)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92.6 106.6 124.4

불합리한 교통신호 등 개선(건) 15,704 15,396 16,018

표준제어기 개량(개소) 150 150 250

버스서비스 이용제고 52,697,000 47,969,000 4,728,000

(X14,753,000) (X10,025,000) (X4,728,0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1,170,000 0 1,170,000

(X1,170,000) (X1,170,000)

(202-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1,170,000

1,170,000,000원 = 1,170,000ㅇ 청라-화곡 BRT건설 (X1,170,000)

천호~하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3,558,000 0 3,558,000

(X3,558,000) (X3,558,000)

(202-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3,558,000

3,558,000,000원 = 3,558,000ㅇ 천호-하남 BRT건설 (X3,5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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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도시교통본부



소방재난본부 460,137,496 460,137,271 225

(X2,148,220) (X2,147,995) (X225)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부서 : 390,376,518 390,376,293 225

(X450,020) (X449,795) (X225)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정책 : 334,096,193 334,095,968 225

(X146,737) (X146,512) (X225)

일반예산성과목표 : 334,096,193 334,095,968 225

(X146,737) (X146,512) (X225)

성과지표 :  2009 20112010

인건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314,523,506 314,523,281 225

(X146,737) (X146,512) (X225)

단위 :

(일반회계)

의무소방대 관리 (인건비) 39,068 38,843 225

(X39,068) (X38,843) (X225)

(100-101-02) 기타직보수 225

225,000원 = 225ㅇ 의무소방대 보수 (X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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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방재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