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37건 1,469,082,914,000 38,742,775,000 38,742,775,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담당관

일반행정

소통관리 및 시정홍보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9,600,000 530,000

2011-12-28 초단시간근로자 임금 부족분 전용 

소통관리 및 시정홍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906,000 530,00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일반행정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201-02
공공운영비 100,000,000 43,000,000

2011-10-13 포상금 부족분 전용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303-01
포상금 73,600,000 43,000,00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일반행정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305-01
배상금등 800,000,000 300,000,000

2011-10-13 소송비용 부족분 전용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201-01
사무관리비 2,109,500,000 300,000,00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재정ㆍ금융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
행

201-01
사무관리비 33,000,000 11,000,000

2011-05-27
투자출연기관  창의페스티벌 개최관련 보상금 
지급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

행
301-12
기타보상금 11,000,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736,515,000 1,000,000,000

2011-08-23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 설치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402-01
민간자본보조 2,205,000,000 1,000,000,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
방

307-05
민간위탁금 742,144,000 40,000,000

2011-11-09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공사비 확충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401-01
시설비 500,000,000 40,000,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307-10
사회복지보조 1,202,520,000 120,000,000

2011-11-09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공사비 확충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401-01
시설비 540,000,000 120,000,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부랑인시설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593,154,000 85,644,000

2011-11-01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618,356,000 85,644,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
방

307-05
민간위탁금 864,000,000 121,856,000

2011-11-01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496,500,000 121,856,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402-01
민간자본보조 3,205,000,000 7,396,000

2011-11-0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확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05,500,000 7,396,00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
방

307-05
민간위탁금 698,445,000 5,700,000

2011-11-20
이주여성 공동생활가정(마리공동체) 임대보증
금 증액에 따라는 소요예산 확보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

방
402-01
민간자본보조 5,7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307-10
사회복지보조 1,062,746,000 450,000

2011-11-17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7,650,000 450,000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
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405,285,000 118,847,000

2011-11-15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부족예산 확보(저
출산대책담당관-112417(2011.11.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1,937,903,000 118,847,000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
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4,681,214,000 34,934,000

2011-12-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추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288,184,000 34,934,000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
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286,438,000 1,041,106,000

2011-12-08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학용품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전용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학용

품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817,876,000 1,041,106,000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175,000,000 8,910,000

2011-10-1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비(국비매칭)전용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00,600,000 8,910,000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166,090,000 15,000,000

2011-11-22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두드림존운영) 국비 
추가사업비 매칭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

드림존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65,000,000 15,000,000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849,000,000 44,000,000

2011-10-18 청소년문화존 예산전용

청소년 문화존(ZONE)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4,000,000 44,000,000

여성가족정책관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28,865,879,000 60,000,000

2011-08-04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의 주차장 및 대운동
장 옹벽(축대)가 집중호우로 균열이 심하여 붕
괴 위험이 높아 보수.보강 사업추진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60,000,0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재난방재ㆍ민방위

을지연습 실시 201-01
사무관리비 216,435,000 170,000

2011-12-08
예산편성 기준일수(월 20일)와 실제 근무일수(
월 20일~22일)의 차이에 따라 예산부족현상 발
생하여 전용코자 함을지연습 실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69,000 170,0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02,800,000 12,100,000

2011-11-22
방사선 사태대응을 위한 방사선측정기 구매계
획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전용코자 함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100,000

경제진흥본부 외국인생활
지원과

관광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395,457,000 39,682,000

2011-10-21
(가칭)개포외국인학교 설립,운영자 선정관련 
민간인 전문가의 현지학교 조사를 위한 필요경
비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301-07

민간인국외여비 39,682,000

경제진흥본부 외국인생활
지원과

관광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355,775,000 5,282,000

2011-11-16
개포외구인학교 설립 운영자 선정관련 민간인
전문가 현지학교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전용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301-07

민간인국외여비 39,682,000 5,282,000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
과

노동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34,823,400,000 73,200,000

2011-08-26 일자리창출사업 운영 등에 따른 소요비용 확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01-01
사무관리비 44,400,000 7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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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
과

노동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34,750,200,000 470,000,000

2011-08-26 일자리창출사업 운영 등에 따른 소요비용 확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02-02
민간대행사업비 470,000,000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
과

노동

강북근로자복지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38,000,000 80,598,000

2011-11-16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예정 건물 보수 조기시
행으로 인해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전용

강북근로자복지관 지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62,000,000 80,598,000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
과

노동

강북근로자복지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7,402,000 38,860,000

2011-12-26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예정건물 추가보수 공
사

강북근로자복지관 지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 242,598,000 38,860,000

경제진흥본부 창업소상공
인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장년층 창업지원 307-05
민간위탁금 2,000,000,000 1,000,000,000

2011-05-04
장년창업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확
보

장년층 창업지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000,000,000

경제진흥본부 창업소상공
인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무역서포터즈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1,660,000,000 267,000,000

2011-07-06 위기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
영

307-05
민간위탁금 2,888,255,000 267,000,000

경제진흥본부 창업소상공
인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중소상공인 해외통상지원센터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892,000,000 179,000,000

2011-05-06 서울통상지원센터 리모델링 예산 확보
중소상공인 해외통상지원센터 
설치·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79,000,00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364,292,000 800,000,000

2011-12-04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180,000,000 800,000,00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721,116,000 2,300,000

2011-11-29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204-03
특정업무경비 80,400,000 2,300,00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4,218,816,000 274,998,000

2011-12-16
'11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미반영에 따
른 12월분 부족예산 확보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692,744,000 274,998,00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718,816,000 9,470,000

2011-12-04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회복지협의회사업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700,400,000 9,470,00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709,346,000 220,000,000

2011-12-04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306-01
출연금 7,313,431,000 220,000,00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489,346,000 23,530,000

2011-12-04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800,000 23,530,000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
담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8,450,553,000 1,808,405,000

2011-10-27 급식 부족예산 확보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834,832,000 1,808,4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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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
담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9,630,553,000 1,180,000,000

2011-10-24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사업”에서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으로 변경사용함으로 발
생한 부족분(882,900천원) 및 “경로당 특별난
방비”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14,449,000 1,180,000,000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생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238,264,000 100,000,000

2011-09-01 제5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소요예산 확보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대 활동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100,000,000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망우리 묘지 무연분묘 개장
402-02
민간대행사업비 400,000,000 64,273,000

2011-05-27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증설에 따른 시비확보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395,260,000 64,273,000

복지건강본부 노인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 Day-Care센터 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0 600,000,000

2011-09-23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확보

노인돌봄서비스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672,398,000 600,000,000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
과

취약계층지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5,640,524,000 354,664,000

2011-10-20 자립센터 운영비 추가분 및 신규센터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보조
)

307-10
사회복지보조 6,121,000,000 354,664,000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3,349,795,000 200,000,000

2011-11-16 삼육재활병원 기능보강비 추가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

402-01
민간자본보조 3,171,600,000 200,000,000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399,374,000 108,000,000

2011-11-16 삼육재활병원 기능보강비 추가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

402-01
민간자본보조 3,371,600,000 108,000,000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

402-01
민간자본보조 1,588,000,000 22,000,000

2011-07-12 장애인재활병원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

207-01
연구용역비 22,000,000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재활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306,299,000 43,511,000

2011-11-01 노숙인 일자리 및 거리노숙인 보호 예산 전용 

거리노숙인 보호 307-05
민간위탁금 3,010,073,000 43,511,000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재활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262,788,000 56,489,000

2011-11-01 노숙인 일자리 및 거리노숙인 보호 예산 전용 

거리노숙인 보호 307-10
사회복지보조 1,604,103,000 56,489,000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7,133,151,000 100,000,000

2011-10-05 거리노숙인 자유카페 설치

거리노숙인 보호 402-01
민간자본보조 100,000,000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6,428,820,000 9,669,000

2011-11-01 노숙인 일자리 및 거리노숙인 보호 예산 전용 

거리노숙인 보호 307-05
민간위탁금 3,000,404,000 9,669,000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7,136,151,000 3,000,000

2011-10-05 거리노숙인 자유카페 설치 운영 

거리노숙인 보호 307-05
민간위탁금 2,997,404,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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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7,033,151,000 150,000,000

2011-10-05 거리노숙인 자유카페 설치

거리노숙인 보호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93,680,000 150,000,000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870,211,000 270,519,000

2011-11-01 노숙인 일자리 및 거리노숙인 보호 예산 전용 

노숙인 일자리지원 사업 307-10
사회복지보조 5,734,260,000 270,519,000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6,883,151,000 454,331,000

2011-11-01 노숙인 일자리 및 거리노숙인 보호 예산 전용 

노숙인 일자리지원 사업 307-10
사회복지보조 6,004,779,000 454,331,000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307-05
민간위탁금 600,000,000 15,000,000

2011-11-01 노숙인 일자리 및 거리노숙인 보호 예산 전용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201-01
사무관리비 1,900,000 15,000,000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의료구호비 307-10
사회복지보조 720,854,000 52,000,000

2011-11-15 영등포지역 쪽방촌 공동화장실 설치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
상담소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806,641,000 52,000,000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 보건의료

결핵 관리 307-02
민간경상보조 2,749,690,000 56,400,000

2011-04-20 지원대상 변경

결핵 관리 206-01
재료비 56,400,000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여성건강검진 307-02
민간경상보조 332,748,000 4,113,000

2011-12-01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발생
한 시비 부족 예산 확보

영유아 건강검진(의료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1,354,000 4,113,000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식품의약안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
거

206-01
재료비 128,040,000 8,400,000

2011-04-14 일본 방사능오염식품 식품안전대책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
거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 8,400,00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보건의료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000 10,000,000

2011-05-13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사업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기반구축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국가보조(국비 5
0%, 지방비 50%) 사업으로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206-01

재료비 678,000,000 10,000,00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보건의료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0,000 25,000,000

2011-05-13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사업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기반구축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국가보조(국비 5
0%, 지방비 50%) 사업으로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201-02

공공운영비 334,900,000 25,000,00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보건의료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5,000,000 5,000,000

2011-05-13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사업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기반구축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국가보조(국비 5
0%, 지방비 50%) 사업으로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보건의료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80,753,000 31,572,000

2011-12-23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 전용
청사시설유지관리의 효율적 운
영

201-02
공공운영비 1,171,434,000 31,572,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90,477,000 110,465,000

2011-07-11 예방백신 구매에 필요한 예산 추가 확보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
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2,461,082,000 110,4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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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
스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116,797,000 11,077,000

2011-07-11 예방백신 구매에 필요한 예산의 추가 확보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
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2,439,005,000 11,077,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
스 제공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0 11,000,000

2011-07-11 예방백신 구매에 필요한 예산의 추가 확보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
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2,450,082,000 11,000,000

은평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3,790,748,000 45,000,000

2011-10-26 특정업무경비 지급인원 과소편성 부족분 확보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204-03
특정업무경비 224,400,000 45,000,000

은평병원 원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3,144,990,000 31,390,000

2011-02-28
2011년 성과상여금 부족분 확보(기타직보수 →
 성과상여금)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387,969,000 31,390,000

서북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
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2,500,000 54,000,000

2011-06-01 A형 간염백신 접종비 부족분 전용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3,138,458,000 54,000,000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
원,강남,마포)

307-05
민간위탁금 51,281,073,000 88,888,000

2011-08-17 폐기물처리시설부지 환매 감정평가비용

송파재활용종합단지 부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88,888,000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
원,강남,마포)

402-02
민간대행사업비 9,044,000,000 770,000,000

2011-11-29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760,000,000 77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307-04
민간행사보조 200,000,000 200,000,000

2011-07-14
연등축제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21만명이
 참가하는 대행사인점을 감안 행사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전용연등축제행사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300,000,000 20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
성 및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483,000,000 285,905,000

2011-12-02
기계소방,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종 추가 공
사비 확보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

성 및 운영
401-01
시설비 350,000,000 285,905,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50,000,000 150,000,000

2011-04-05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금 민간행사보조에 따
른 전용(예산과목)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15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서울대표 공연작품 제작 307-05
민간위탁금 2,000,000,000 85,374,000

2011-04-15
세종문화회관 위탁에서 공연제작대행사 선정 
위탁으로 변경

서울대표 공연작품 제작 201-03
행사운영비 85,374,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시민 예술가 육성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700,000,000 18,000,000

2011-12-08
전통사찰(학도암) 보존정비사업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비율 반영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31,000,000 18,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시민 예술가 육성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682,000,000 31,312,000

2011-12-19
전통사찰 대성사 복구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전통사찰 재해복구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4,371,000 31,3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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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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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재과

문화재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41,300,000 86,929,000

2011-12-02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859,285,000 86,929,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재과

문화재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99,000,000 92,000,000

2011-06-09
목조건축물 방화관리자 배치 및 시설물 유지관
리에 따른 사업비 전용(자치단체 자본보조-자
치단체경상보조금)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2,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재과

문화재

등록사립박물관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00 60,000,000

2011-10-14 남산골 한옥마을 정화조 증설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 401-01
시설비 117,000,000 6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재과

문화재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
호

201-01
사무관리비 45,000,000 42,000,000

2011-05-31
무형문화재 돈화문 교육전시장 개관('11. 5)에
 따른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 일부지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84,080,000 42,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재과

문화재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민
속예술제 참가

201-03
행사운영비 115,000,000 115,000,000

2011-07-17
민간단체에 연습비 및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으
로 항목에 맞게 예산과목 전용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민

속예술제 참가
307-02
민간경상보조 115,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과

관광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

307-02
민간경상보조 680,000,000 50,000,000

2011-07-05
서울시티투어 버스 및 승차대 디자인 개선사업
비 확보

서울 시티투어버스 운영 401-01
시설비 5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과

관광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2,857,143,000 25,000,000

2011-06-24
2011년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직접수행 소요예
산 전용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과

관광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2,832,143,000 3,000,000

2011-06-24
2011년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직접수행 소요예
산 전용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3,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과

관광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2,829,143,000 2,500,000

2011-06-24
2011년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직접수행 소요예
산 전용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202-01
국내여비 2,5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
진흥과

체육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11,746,390,000 200,000,000

2011-11-17 휴일행사지원 보조비 지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07-02
민간경상보조 3,589,440,000 20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
진흥과

체육

생활체육진흥 307-02
민간경상보조 4,172,250,000 105,094,000

2011-11-17 휴일행사지원 보조금 확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07-02
민간경상보조 3,789,440,000 105,094,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
진흥과

체육

생활체육진흥 307-02
민간경상보조 4,067,156,000 170,583,000

2011-11-17 휴일행사 지원 보조비 지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611,520,000 170,583,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
과

체육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824,574,000 136,500,000

2011-12-2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확보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59,745,000 136,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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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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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기록관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72,041,000 39,490,000

2011-06-21
국가비상상황,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상
황을 보다 신속히 전파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비상발령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행정장비구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22,500,000 39,490,000

행정국 인사과 일반행정

인사관리 운영 등 201-01
사무관리비 243,470,000 49,383,000

2011-11-08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보수부족액 확보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3,000,000 49,383,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
축

201-01
사무관리비 86,097,000 34,500,000

2011-10-19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금 부족분으로 전용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

축
301-12
기타보상금 117,500,000 34,5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
축

201-03
행사운영비 33,200,000 14,500,000

2011-10-19
워크숍 취소 행사경비를 주부모니터단 마일리
지 보상금으로 예산전용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

축
301-12
기타보상금 152,000,000 14,500,000

공무원수련원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702,199,000 2,044,000

2011-02-28 성과상여금 부족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34,393,000 2,044,000

재무국 재무과 기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01-02
기타직보수 15,366,139,000 594,646,000

2011-03-03 성과상여금 부족분 전용조치

인력운영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8,534,192,000 594,646,000

재무국 재무과 기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204-02
직급보조비 8,555,225,000 630,000,000

2011-12-16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01-01
보수 184,300,324,000 630,000,00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유아및초중등교육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10,000,000 30,000,000

2011-04-06
지역창의 자기주도학습센터시범운영에 따른 예
산확보(교육격차해소과-101106, 2011.3.31.)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30,000,000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
과

유아및초중등교육

친환경 무상급식지원(공립초교
)

308-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69,513,300,000 18,461,166,000

2011-11-01
2011년도 초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예산 
전용친환경 무상급식지원(공립초교

)
703-0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461,166,000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3,000,000 15,000,000

2011-04-04 시 직접사용 소요경비 확보(홍보비,급량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

도시안전본부 도로행정과 도로

지하도상가 개보수 402-02
민간대행사업비 4,964,480,000 886,000,000

2011-12-07 개보수공사에 따른 관리비 부족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07-05
민간위탁금 24,943,000,000 886,000,000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기타

인력운영비(도로사업소 6개소)
101-01
보수 24,250,303,000 40,141,000

2011-03-02
2011년 도로사업소 성과상여금 부족액 변경 사
용

인력운영비(도로사업소 6개소)
303-02
성과상여금 1,368,024,000 40,141,000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관
리과

도로

감독위탁 공사관리 307-05
민간위탁금 8,524,000,000 70,000,000

2011-12-26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납부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599,000,000 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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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관
리과

도로

1종시설물(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위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736,000,000 26,787,000

2011-12-26
전기 및 상하수도, 통신 요금 부족분 전용 사
용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669,000,000 26,787,000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지역및도시

2017 국제건축가연맹 총회 유
치

201-01
사무관리비 137,000,000 100,000,000

2011-12-14 2017 세계건축대회(UIA) 서울유치 지불금 지급
2017 국제건축가연맹 총회 유
치

307-02
민간경상보조 650,000,000 100,000,000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지역및도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201-01
사무관리비 748,400,000 6,750,000

2011-07-19
일본지진관련 건축물 긴급점검 및 광진구 테크
노마트 흔들림 긴급안전점검, 하반기 안전점검
 부족예산 전용민간건축물 안전관리 301-12

기타보상금 16,000,000 6,750,000

주택본부 한옥문화과 지역및도시

북촌마을 가꾸기 402-02
민간대행사업비 7,269,000,000 642,000,000

2011-09-19
한옥 개보수 융자금 지원 요청 증가에 따른 예
산 전용

북촌마을 가꾸기 501-01
민간융자금 200,000,000 642,000,000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
과

지역및도시

광화문광장 위탁관리 307-05
민간위탁금 1,700,000,000 19,224,000

2011-07-28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업무 일체 시설관리공단
에서 시(市)로 이관,'11. 7. 31.자 위.수탁 협
약 해지광화문광장 위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224,000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
과

지역및도시

광화문광장 위탁관리 307-05
민간위탁금 1,680,776,000 27,703,000

2011-07-28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업무 전부 시설관리공단
에서 시(市)로 이관, '11. 7. 31.자 위.수탁 
협약 해지광화문광장 위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7,703,000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
과

지역및도시

광화문광장 위탁관리 307-05
민간위탁금 1,653,073,000 296,466,000

2011-07-28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업무 전부 시설관리공단
에서 시(市)로 이관, '11. 7. 31.자 위.수탁 
협약 해지광화문광장 위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96,466,000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
과

지역및도시

세종로 주변 한글 브랜드화 추
진

201-01
사무관리비 440,000,000 20,000,000

2011-06-13
한글 글자마당 조성 아이디어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 확보세종로 주변 한글 브랜드화 추

진
301-12
기타보상금 20,000,000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북서울 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469,140,000 274,686,000

2011-10-30
남산 및 산하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보전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6,044,000 274,686,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공유재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70,000,000 52,000,000

2011-11-18 동물사료 부족분에 따른 전용

동물원 유지관리 206-01
재료비 1,950,000,000 52,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0,918,000 48,000,000

2011-11-18 동물사료 부족분에 따른 전용

동물원 유지관리 206-01
재료비 2,002,000,000 48,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
물확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15,419,000 140,000,000

2011-07-01
로랜드고릴라 및 흰코뿔소 도입에 따른 동물수
송 제경비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

물확보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 140,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
물확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5,419,000 10,000,000

2011-07-01
로랜드고릴라 도입관련 외국인 초청에 따른 소
요비용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

물확보
301-08
외빈초청여비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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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377,919,000 19,958,000

2011-12-12 인건비(기타직보수) 부족분 변경사용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1,857,240,000 19,958,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
산과

기타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536,767,000 20,000,000

2011-12-02 보수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12,810,435,000 20,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1
사무관리비 570,900,000 75,000,000

2011-12-06
한강공원 청소용역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
액변경 청구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둔치 및 화장실 청소 307-05

민간위탁금 2,450,000,000 75,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관공선 등 수상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13,000,000 80,000,000

2011-12-06
한강공원 청소용역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
액변경 청구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둔치 및 화장실 청소 307-05

민간위탁금 2,645,000,000 80,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기타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760,189,000 47,627,000

2011-12-20 보수 부족분 확보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13,629,199,000 47,627,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고등교육

교육지원환경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09,334,000 190,000,000

2011-10-29

2012학년 지원자수 증가에 따른 고사장 설치 
및 입시관리 소요비용 증가함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대학(원) 입시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89,717,000 190,00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고등교육

교원 선택적복지제도등 운영
307-07
연금지급금 193,200,000 69,930,000

2011-11-16
국공립대학교 연구보조비 지급규정(교과부훈령
 제190호) 개정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303-01
포상금 1,914,295,000 69,93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고등교육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000,000 51,553,000

2011-11-16
국공립대학교 연구보조비 지급규정(교과부훈령
 제190호) 변경에 따른 연구보조비 지급 재원 
부족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303-01

포상금 1,862,742,000 51,553,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596,295,000 66,561,000

2011-12-20 2011년 연가보상비 부족액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30,359,164,000 66,561,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기타

인력운영비 303-02
성과상여금 418,131,000 49,516,000

2011-12-20 2011년 연가보상비 부족액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30,309,648,000 49,516,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e-러닝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15,200,000 113,300,000

2011-05-20
6급 핵심리더과정 전용강의실 설치에 따른 예
산 전용

교육훈련장비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6,584,000 113,300,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
리

201-01
사무관리비 1,935,032,000 9,000,000

2011-05-20
6급 핵심리더과정 전용강의실 설치에 따른 예
산전용

교육훈련장비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7,584,000 9,000,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u-지식여행 개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54,500,000 46,000,000

2011-05-20
6급 핵심리더과정 전용강의실 설치에 따른 예
산전용

교육훈련장비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1,584,000 4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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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e-러닝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65,026,000 5,700,000

2011-05-20
6급 핵심리더과정 전용강의실 설치에 따른 예
산 전용

교육훈련장비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9,884,000 5,700,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e-러닝콘텐츠 개발 207-02
전산개발비 264,750,000 26,000,000

2011-05-20
6급핵심리더과정 전용강의실 설치에 따른 예산
전용

교육훈련장비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5,584,000 26,000,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e-러닝콘텐츠 개발 201-01
사무관리비 85,900,000 2,200,000

2011-05-20
6급 핵심리더과정 전용강의실 설치에 따른 예
산전용

인재원청사 보수·보강 401-02
감리비 2,200,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e-러닝콘텐츠 개발 201-01
사무관리비 83,700,000 2,800,000

2011-05-20
6급 핵심리더과정 전용강의실 설치에 따른 예
산 전용

인재원청사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339,900,000 2,800,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u-지식여행 개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7,109,000 32,000,000

2011-05-20
6급 핵심리더과정 전용강의실 설치에 따른 예
산 전용

인재원청사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342,700,000 32,0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박물관 기획전 301-08
외빈초청여비 22,600,000 14,740,000

2011-07-06 국내기획전 실시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박물관 기획전 201-01
사무관리비 225,100,000 14,74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회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10,320,000 19,001,000

2011-08-23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급여

의회운영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001,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회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1,319,000 810,000

2011-11-24 증인, 참고인등 실비변상금 부족분 전용

의회운영 지원 305-01
배상금등 810,000 81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
의 참석

205-04
국외여비 269,490,000 2,667,000

2011-05-25
장애의원 해외비교연수시 의정조사원 활동보조
국외여비 예산 전용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

의 참석
301-07
민간인국외여비 2,66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