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5,360,402,001 89,984,50515,450,386,506

300 지방교부세 121,510,127 12,772,000134,282,127

310 지방교부세 121,510,127 12,772,000134,282,127

311 지방교부세 121,510,127 12,772,000134,282,127

02 특별교부세 1,510,127 12,772,00014,282,127

12,772,0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12,772,000ㅇ 영유아보육료 12,772,000,000원

500 보조금 1,509,198,330 77,212,5051,586,410,835

510 국고보조금등 1,509,198,330 77,212,5051,586,410,835

511 국고보조금등 1,509,198,330 77,212,5051,586,410,835

01 국고보조금 1,381,464,078 77,106,8991,458,570,977

15,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15,000ㅇ 국어책임관 관련 사업 15,000,000원

42,072,845<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41,324,982ㅇ 영유아보육료 41,324,982,000원

277,705ㅇ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7,705,000원

470,158ㅇ 보육시설미이용아동지원 470,158,000원

291,29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5,000ㅇ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5,000,000원

1,291ㅇ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1,291,000원

285,000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85,000,000원

11,781<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5,000ㅇ 양곡관리 5,000,000원

745ㅇ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745,000원

6,036ㅇ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6,036,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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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5,371,479<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18,059,478ㅇ 생계급여 18,059,478,000원

6,066,545ㅇ 주거급여 6,066,545,000원

79,456ㅇ 해산장제급여 79,456,000원

156,000ㅇ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지원 156,000,000원

500,000ㅇ 보훈대상자 위문 500,000,000원

510,000ㅇ '12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510,000,000원

7,346,278<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124,170ㅇ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4,170,000원

93,610ㅇ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93,610,000원

7,128,498ㅇ 기초노령연금 지급 7,128,498,000원

990,026<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990,026ㅇ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990,026,000원

154,599<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140,667ㅇ 자활소득공제사업 140,667,000원

13,932ㅇ 자활사례관리사업 13,932,000원

853,600<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853,600ㅇ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853,600,000원

03 기금 101,127,242 105,606101,232,848

26,57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21,561ㅇ 단기청소년쉼터 운영 21,561,000원

5,010ㅇ 일시 청소년쉼터 운영 5,010,000원

79,03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54,035ㅇ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 코스 개발 운영 54,035,000원

25,000ㅇ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시설 개보수) 25,000,000원

2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75,228,153 3,950,000879,178,153

500 보조금 115,615,153 3,950,000119,565,153

510 국고보조금등 115,615,153 3,950,000119,565,153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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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국고보조금등 115,615,153 3,950,000119,565,153

01 국고보조금 115,615,153 3,950,000119,565,153

3,95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

3,950,000ㅇ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950,000,000원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139,722,000 31,9111,139,753,911

500 보조금 20,048,000 31,91120,079,911

510 국고보조금등 20,048,000 31,91120,079,911

511 국고보조금등 20,048,000 31,91120,079,911

01 국고보조금 12,441,000 31,91112,472,911

31,9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31,911ㅇ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31,911,000원

30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16,250,000 75,000816,325,000

300 지방교부세 250,000 75,000325,000

310 지방교부세 250,000 75,000325,000

311 지방교부세 250,000 75,000325,000

02 특별교부세 250,000 75,000325,000

75,000<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75,000ㅇ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 75,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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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기획관 31,033,898 31,018,898 15,000

(X696,922) (X681,922) (X15,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부서 : 4,351,616 4,336,616 15,000

(X15,000) (X15,000)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정책 : 3,840,986 3,825,986 15,000

(X15,000) (X15,000)

성과목표 : 3,840,986 3,825,986 15,000

(X15,000) (X15,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1,251,376 1,236,376 15,000

(X15,000) (X15,000)

단위 :

(일반회계)

국어책임관 관련 사업 15,000 0 15,000

(X15,000) (X15,000)

(100-201-01) 사무관리비 15,000

15,000,000원 = 15,000(X15,000)ㅇ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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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1,338,998,049 1,283,835,342 55,162,707

(X326,840,689) (X284,449,982) (X42,390,707)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부서 : 1,062,205,149 1,007,360,304 54,844,845

(X281,173,499) (X239,100,654) (X42,072,845)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061,431,971 1,006,587,126 54,844,845

(X281,173,499) (X239,100,654) (X42,072,845)

성과목표 : 1,061,431,971 1,006,587,126 54,844,845

(X281,173,499) (X239,100,654) (X42,072,845)

성과지표 :  2011 20132012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902,679,372 848,304,685 54,374,687

(X268,803,644) (X227,200,957) (X41,602,687)

단위 :

(일반회계)

영유아 보육료(보조) 618,036,323 563,939,341 54,096,982

(X222,131,334) (X180,806,352) (X41,324,98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096,982

12,772,000,000원 = 12,772,000ㅇ 영유아보육료

41,324,982,000원 = 41,324,982(X41,324,982)ㅇ 영유아보육료

보육시설 지원(보조) 34,596,007 34,318,302 277,705

(X5,395,636) (X5,117,931) (X277,70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7,705

277,705,000원 = 277,705(X277,705)ㅇ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저출산 대책 추진 41,242,492 40,772,334 470,158

(X10,806,893) (X10,336,735) (X470,158)

단위 :

(일반회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9,687,280 19,217,122 470,158

(X7,727,230) (X7,257,072) (X470,15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0,158

470,158,000원 = 470,158(X470,158)ㅇ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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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부서 : 156,825,811 156,507,949 317,862

(X19,338,142) (X19,020,280) (X317,862)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56,361,186 156,043,324 317,862

(X19,338,142) (X19,020,280) (X317,862)

성과목표 : 156,361,186 156,043,324 317,862

(X19,338,142) (X19,020,280) (X317,862)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6,739,002 6,712,431 26,571

(X1,793,887) (X1,767,316) (X26,571)

단위 :

(일반회계)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520,330 498,769 21,561

(X355,600) (X334,039) (X21,561)

(100-307-05) 민간위탁금 13,510

13,510,000원 = 13,510(X13,510)ㅇ 쉼터운영(금천,신림)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51

8,051,000원 = 8,051(X8,051)ㅇ 구립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일시 청소년쉼터 운영 379,510 374,500 5,010

(X192,260) (X187,250) (X5,010)

(100-307-05) 민간위탁금 5,010

5,010,000원 = 5,010(X5,010)ㅇ 일시이동쉼터 운영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08,598,575 108,307,284 291,291

(X13,223,055) (X12,931,764) (X291,291)

단위 :

(일반회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01,285 96,285 5,000

(X54,980) (X49,980) (X5,000)

(100-307-06) 보험금 5,000

5,000,000원 = 5,000(X5,000)ㅇ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421,439 420,148 1,291

(X169,350) (X168,059) (X1,291)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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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가족정책실



1,291,000원 = 1,291(X1,291)ㅇ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453,872 2,168,872 285,000

(X1,453,872) (X1,168,872) (X285,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285,000

285,000,000원 = 285,000(X285,000)ㅇ 안전위험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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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실 415,846,404 415,834,623 11,781

(X51,444,253) (X51,432,472) (X11,781)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부서 : 65,564,819 65,553,038 11,781

(X18,200,017) (X18,188,236) (X11,781)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63,132,181 63,120,400 11,781

(X18,159,142) (X18,147,361) (X11,781)

성과목표 : 63,132,181 63,120,400 11,781

(X18,159,142) (X18,147,361) (X11,781)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유통거래질서 확립 73,767 68,767 5,000

(X15,107) (X10,107) (X5,000)

단위 :

(일반회계)

양곡관리 15,107 10,107 5,000

(X15,107) (X10,107) (X5,000)

(100-201-01) 사무관리비 5,000

5,000,000원 = 5,000(X5,000)ㅇ 양곡관리 차량유지비 등 경비

도시농업육성 지원 4,188,414 4,181,633 6,781

(X483,035) (X476,254) (X6,781)

단위 :

(일반회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6,695 15,950 745

(X16,695) (X15,950) (X74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5

745,000원 = 745(X745)ㅇ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47,036 41,000 6,036

(X47,036) (X41,000) (X6,03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36

6,036,000원 = 6,036(X6,036)ㅇ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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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3,388,746,423 3,354,884,041 33,862,382

(X1,366,759,360) (X1,332,896,978) (X33,862,382)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부서 : 1,797,545,122 1,772,173,643 25,371,479

(X745,415,049) (X720,043,570) (X25,371,479)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451,989,455 1,426,617,976 25,371,479

(X745,415,049) (X720,043,570) (X25,371,479)

성과목표 : 1,451,989,455 1,426,617,976 25,371,479

(X745,415,049) (X720,043,570) (X25,371,479)

성과지표 :  2011 20132012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569,031,777 544,670,298 24,361,479

(X379,947,601) (X355,586,122) (X24,361,479)

단위 :

(일반회계)

생계급여 428,543,481 410,484,003 18,059,478

(X284,508,258) (X266,448,780) (X18,059,47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59,478

18,059,478,000원 = 18,059,478(X18,059,478)ㅇ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98,271,278 92,204,733 6,066,545

(X63,849,065) (X57,782,520) (X6,066,54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66,545

6,066,545,000원 = 6,066,545(X6,066,545)ㅇ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346,733 2,267,277 79,456

(X1,519,126) (X1,439,670) (X79,45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9,456

79,456,000원 = 79,456(X79,456)ㅇ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2,000,984 1,844,984 156,000

(X1,385,989) (X1,229,989) (X156,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6,000

156,000,000원 = 156,000(X156,000)ㅇ 차상위자 정부양곡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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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지건강실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89,111,715 88,611,715 500,000

(X17,480,413) (X16,980,413) (X500,000)

단위 :

(일반회계)

보훈대상자위문 19,881,810 19,381,810 500,000

(X500,000) (X5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

500,000,000원 = 500,000(X500,000)ㅇ 구로구 보훈회관 건립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88,131,668 87,621,668 510,000

(X3,345,000) (X2,835,000) (X510,000)

단위 :

(일반회계)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510,000 0 510,000

(X510,000) (X51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0,000

510,000,000원 = 510,000(X510,000)ㅇ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742,505,515 735,159,237 7,346,278

(X412,186,820) (X404,840,542) (X7,346,278)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740,923,999 733,577,721 7,346,278

(X412,186,820) (X404,840,542) (X7,346,278)

성과목표 : 740,923,999 733,577,721 7,346,278

(X412,186,820) (X404,840,542) (X7,346,278)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치매노인지원강화 96,663,784 96,539,614 124,170

(X2,680,347) (X2,556,177) (X124,170)

단위 :

(일반회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5,236,524 5,112,354 124,170

(X2,680,347) (X2,556,177) (X124,17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4,170

124,170,000원 = 124,170(X124,170)ㅇ 구립시설

노인사회활동 지원 583,722,716 576,500,608 7,222,108

(X399,788,555) (X392,566,447) (X7,222,108)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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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지건강실



기초노령연금 지급 476,772,695 469,644,197 7,128,498

(X382,621,371) (X375,492,873) (X7,128,49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128,498

7,128,498,000원 = 7,128,498(X7,128,498)ㅇ 경로당 양곡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8,486,249 8,392,639 93,610

(X569,560) (X475,950) (X93,61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3,610

93,610,000원 = 93,610(X93,610)ㅇ 경로당 양곡비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377,031,941 376,041,915 990,026

(X92,655,944) (X91,665,918) (X990,026)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375,030,891 374,040,865 990,026

(X92,655,944) (X91,665,918) (X990,026)

성과목표 : 375,030,891 374,040,865 990,026

(X92,655,944) (X91,665,918) (X990,026)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361,660,176 360,670,150 990,026

(X90,294,694) (X89,304,668) (X990,026)

단위 :

(일반회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1,684,096 10,694,070 990,026

(X6,334,061) (X5,344,035) (X990,02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90,026

990,026,000원 = 990,026(X990,026)ㅇ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부서 : 118,157,187 118,002,588 154,599

(X51,585,812) (X51,431,213) (X154,599)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75,160,722 75,006,123 154,599

(X48,919,987) (X48,765,388) (X154,599)

성과목표 : 75,160,722 75,006,123 154,599

(X48,919,987) (X48,765,388) (X15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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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복지건강실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저소득시민자활사업 운영 지원 75,160,722 75,006,123 154,599

(X48,919,987) (X48,765,388) (X154,599)

단위 :

(일반회계)

자활소득공제사업 4,275,512 4,134,845 140,667

(X2,940,667) (X2,800,000) (X140,66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667

140,667,000원 = 140,667(X140,667)ㅇ 자활장려금

자활사례관리사업 60,372 46,440 13,932

(X60,372) (X46,440) (X13,93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932

13,932,000원 = 13,932(X13,932)ㅇ 사례관리자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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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복지건강실



도시교통본부 2,509,812,151 2,509,780,240 31,911

(X56,115,064) (X56,083,153) (X31,9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부서 : 332,762,223 332,730,312 31,911

(X1,911,911) (X1,880,000) (X31,911)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정책 : 332,708,343 332,676,432 31,911

(X1,911,911) (X1,880,000) (X31,911)

성과목표 : 332,708,343 332,676,432 31,911

(X1,911,911) (X1,880,000) (X31,911)

성과지표 :  2011 20132012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332,708,343 332,676,432 31,911

(X1,911,911) (X1,880,000) (X31,911)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31,911 0 31,911

(X31,911) (X31,911)

(202-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911

31,911,000원 = 31,911(X31,911)ㅇ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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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481,530,815 480,677,215 853,600

(X50,423,650) (X49,570,050) (X853,600)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부서 : 90,666,623 89,813,023 853,600

(X41,499,850) (X40,646,250) (X853,600)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및 오염물질 저감정책 : 89,128,851 88,275,251 853,600

(X41,499,850) (X40,646,250) (X853,600)

성과목표 : 89,128,851 88,275,251 853,600

(X41,499,850) (X40,646,250) (X853,6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친환경차량 보급 38,570,300 37,716,700 853,600

(X17,564,350) (X16,710,750) (X853,600)

단위 :

(일반회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6,245,050 5,391,450 853,600

(X4,461,600) (X3,608,000) (X853,6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853,600

853,600,000원 = 853,600(X853,600)ㅇ 충전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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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후환경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500,445,195 500,366,160 79,035

(X91,250,507) (X91,171,472) (X79,03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부서 : 15,040,275 14,961,240 79,035

(X2,476,535) (X2,397,500) (X79,03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정책 : 14,976,465 14,897,430 79,035

(X2,476,535) (X2,397,500) (X79,035)

성과목표 : 14,976,465 14,897,430 79,035

(X2,476,535) (X2,397,500) (X79,035)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서울문화관광자원 활용 극대화 6,413,035 6,359,000 54,035

(X1,994,035) (X1,940,000) (X54,035)

단위 :

(일반회계)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 코스 개발·운영 854,035 800,000 54,035

(X234,035) (X180,000) (X54,035)

(100-307-05) 민간위탁금 54,035

54,035,000원 = 54,035(X54,035)ㅇ 문화해설사 육성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8,563,430 8,538,430 25,000

(X482,500) (X457,500) (X25,000)

단위 :

(일반회계)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시설개보수) 25,000 0 25,000

(X25,000) (X2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

25,000,000원 = 25,000(X25,000)ㅇ 한옥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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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433,822,908 429,872,908 3,950,000

(X105,037,000) (X101,087,000) (X3,95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부서 : 433,822,908 429,872,908 3,950,000

(X105,037,000) (X101,087,000) (X3,950,000)

도시철도 건설정책 : 169,737,830 165,787,830 3,950,000

(X75,037,000) (X71,087,000) (X3,950,000)

성과목표 : 169,737,830 165,787,830 3,950,000

(X75,037,000) (X71,087,000) (X3,950,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도시철도 건설사업 168,529,382 164,579,382 3,950,000

(X75,037,000) (X71,087,000) (X3,950,000)

단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78,965,000 75,015,000 3,950,000

(X33,950,000) (X30,000,000) (X3,950,000)

(201-401-01) 시설비 3,950,000

3,950,000,000원 = 3,950,000(X3,950,000)ㅇ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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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816,325,000 816,250,000 75,000

(X1,453,000) (X1,453,000)

(채23,000,000) (채23,000,000)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부서 : 816,325,000 816,250,000 75,000

(X1,453,000) (X1,453,000)

(채23,000,000) (채23,000,000)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확보정책 : 78,257,579 78,182,579 75,000

성과목표 : 78,257,579 78,182,579 75,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증대 30,742,069 30,667,069 75,000단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계량기 교체및정비 10,251,250 10,176,250 75,000

(302-201-02) 공공운영비 75,000

75,000,000원 = 75,000ㅇ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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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상수도사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