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5,233,494,749 33,826,69915,267,321,448

300 지방교부세 120,716,560 437,500121,154,060

310 지방교부세 120,716,560 437,500121,154,060

311 지방교부세 120,716,560 437,500121,154,060

02 특별교부세 716,560 437,5001,154,060

187,500< 정보화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

187,500ㅇ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187,500,000

250,000< 경제진흥실 외국인생활지원과 >

250,000ㅇ 외국인지원시설설치운영 250,000,000

500 보조금 1,490,856,601 33,389,1991,524,245,800

510 국고보조금등 1,490,856,601 33,389,1991,524,245,800

511 국고보조금등 1,490,856,601 33,389,1991,524,245,800

01 국고보조금 1,378,475,384 31,161,1991,409,636,583

28,466,00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117,086ㅇ 보육돌봄서비스 117,086,000

27,958,969ㅇ 영유아보육료(보조) 27,958,969,000

389,952ㅇ 보육시설지원(보조) 389,952,000

9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90,000ㅇ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두드림존운영) 90,000,000

2,200<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

2,200ㅇ 밭농업직접지불제 2,200,000

300,000< 경제진흥실 외국인생활지원과 >

300,000ㅇ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300,000,000

35,000<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

35,000ㅇ 2012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35,000,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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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2<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

9,992ㅇ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9,992,000

1,000ㅇ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1,000,000

185,000<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

35,000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35,000,000

150,000ㅇ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150,000,000

1,532,4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997,400ㅇ 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 보급 997,400,000

485,000ㅇ 공공기관 LED조명 시범보급 485,000,000

50,000ㅇ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자치구 국고보조(LED) 50,000,000

10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100,000ㅇ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 구축 100,000,000

39,6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39,600ㅇ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39,600,000

400,000<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400,000ㅇ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400,000,000

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492,510 128,00025,620,510

128,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128,000ㅇ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128,000,000

03 기금 86,888,707 2,100,00088,988,707

15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150,000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0,000,000

1,95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

1,750,000ㅇ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 1,750,000,000

200,000ㅇ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200,000,000

20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415,890 10,00012,425,890

500 보조금 11,052,523 10,00011,062,523

510 국고보조금등 11,052,523 10,00011,062,523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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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국고보조금등 11,052,523 10,00011,062,523

03 기금 11,052,523 10,00011,062,523

10,00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3,000ㅇ 하이서울환경농장 가꾸기 3,000,000

7,000ㅇ 잠실상수원 관리 7,000,000

21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2,700,000 2,352,000145,052,000

500 보조금 37,400,000 2,352,00039,752,000

510 국고보조금등 37,400,000 2,352,00039,752,000

511 국고보조금등 37,400,000 2,352,00039,752,000

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400,000 2,352,00039,752,000

2,352,000<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152,000ㅇ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 152,000,000

1,200,000ㅇ 덕송~상계간 도로개설 1,200,000,000

1,000,000ㅇ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건설 1,000,000,0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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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1,203,382,424 1,174,676,417 28,706,007

(X291,161,824) (X262,455,817) (X28,706,00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51,374,898 51,224,898 150,000

(X13,992,636) (X13,842,636) (X150,000)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50,872,864 50,722,864 150,000

(X13,992,636) (X13,842,636) (X150,000)

성과목표 : 50,872,864 50,722,864 150,000

(X13,992,636) (X13,842,636) (X150,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19,724,078 19,574,078 150,000

(X8,791,888) (X8,641,888) (X150,000)

단위 :

(일반회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325,538 2,175,538 150,000

(X1,138,467) (X988,467) (X150,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150,000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 추가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부서 : 895,797,793 867,331,786 28,466,007

(X228,918,419) (X200,452,412) (X28,466,007)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895,026,128 866,560,121 28,466,007

(X228,918,419) (X200,452,412) (X28,466,007)

성과목표 : 895,026,128 866,560,121 28,466,007

(X228,918,419) (X200,452,412) (X28,466,007)

성과지표 :  2011 20132012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775,478,429 747,012,422 28,466,007

(X227,200,957) (X198,734,950) (X28,466,007)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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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돌봄서비스 112,574,099 112,457,013 117,086

(X41,068,725) (X40,951,639) (X117,086)

(100-307-10) 사회복지보조 117,086

117,086,000 = 117,086(X117,086)ㅇ 대체교사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보조) 492,514,341 464,555,372 27,958,969

(X180,806,352) (X152,847,383) (X27,958,96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958,969

27,958,969,000 = 27,958,969(X27,958,969)ㅇ 영유아 보육료

보육시설 지원(보조) 32,917,046 32,527,094 389,952

(X5,117,931) (X4,727,979) (X389,95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89,952

389,952,000 = 389,952(X389,952)ㅇ 교사겸직 원장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부서 : 156,568,855 156,478,855 90,000

(X18,681,186) (X18,591,186) (X90,00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56,104,230 156,014,230 90,000

(X18,681,186) (X18,591,186) (X90,000)

성과목표 : 156,104,230 156,014,230 90,000

(X18,681,186) (X18,591,186) (X90,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39,298,604 39,208,604 90,000

(X3,835,195) (X3,745,195) (X90,000)

단위 :

(일반회계)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존 운영) 246,000 156,000 90,000

(X168,000) (X78,000) (X9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30,000

30,000,000 = 30,000(X30,000)ㅇ 자치구 두드림존 운영(시운영)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60,000,000 = 60,000(X60,000)ㅇ 자치구 두드림존 운영(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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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실



정보화기획단 62,272,274 62,084,774 187,500

(X9,578,696) (X9,578,696)

정보화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부서 : 8,632,431 8,444,931 187,500

(X696,092) (X696,092)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책 : 8,588,895 8,401,395 187,500

(X696,092) (X696,092)

성과목표 : 8,588,895 8,401,395 187,500

(X696,092) (X696,092)

성과지표 :  2011 20132012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강화 4,051,920 3,864,420 187,500단위 :

(일반회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487,500 300,000 187,500

(100-201-02) 공공운영비 187,500

187,500,000 = 187,500ㅇ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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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화기획단



경제진흥실 474,525,732 473,973,532 552,200

(X53,749,010) (X53,446,810) (X302,200)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부서 : 85,460,081 85,457,881 2,200

(X29,273,740) (X29,271,540) (X2,200)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66,193,772 66,191,572 2,200

(X19,625,665) (X19,623,465) (X2,200)

성과목표 : 66,193,772 66,191,572 2,200

(X19,625,665) (X19,623,465) (X2,2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도시농업육성 지원 5,942,194 5,939,994 2,200

(X1,708,632) (X1,706,432) (X2,200)

단위 :

(일반회계)

밭농업 직접지불제 2,200 0 2,200

(X2,200) (X2,2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0

2,200,000 = 2,200(X2,200)ㅇ 행정비

경제진흥실 외국인생활지원과부서 : 35,739,011 35,189,011 550,000

(X300,000) (X300,000)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정책 : 35,690,139 35,140,139 550,000

(X300,000) (X300,000)

성과목표 : 35,690,139 35,140,139 550,000

(X300,000) (X300,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11,022,139 10,472,139 550,000

(X300,000) (X300,000)

단위 :

(일반회계)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9,746,359 9,496,359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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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진흥실



(100-401-01) 시설비 250,000

250,000,000 = 250,000ㅇ 영등포 글로벌센터 설치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300,000 0 300,000

(X300,000) (X3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

300,000,000 = 300,000(X300,000)ㅇ 금천구,영등포구,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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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3,401,716,296 3,401,485,304 230,992

(X1,340,713,412) (X1,340,482,420) (X230,992)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부서 : 24,423,564 24,388,564 35,000

(X35,000) (X35,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24,396,096 24,361,096 35,000

(X35,000) (X35,000)

성과목표 : 24,396,096 24,361,096 35,000

(X35,000) (X35,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788,362 2,753,362 35,000

(X35,000) (X35,000)

단위 :

(일반회계)

2012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35,000 0 35,000

(X35,000) (X3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

35,000,000 = 35,000(X35,000)ㅇ 2012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부서 : 448,098,468 448,087,476 10,992

(X106,728,710) (X106,717,718) (X10,992)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445,029,356 445,018,364 10,992

(X106,728,710) (X106,717,718) (X10,992)

성과목표 : 445,029,356 445,018,364 10,992

(X106,728,710) (X106,717,718) (X10,992)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384,930,834 384,919,842 10,992

(X98,818,322) (X98,807,330) (X10,992)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178,520 168,528 9,992

(X94,256) (X84,264) (X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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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지건강실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992

9,992,000 = 9,992(X9,992)ㅇ 장애인자녀학비 추가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391,000 390,000 1,000

(X196,000) (X195,000) (X1,000)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

1,000,000 = 1,000(X1,000)ㅇ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추가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부서 : 149,516,705 149,331,705 185,000

(X20,373,170) (X20,188,170) (X185,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47,377,910 147,192,910 185,000

(X20,373,170) (X20,188,170) (X185,000)

성과목표 : 147,377,910 147,192,910 185,000

(X20,373,170) (X20,188,170) (X185,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56,548,979 56,513,979 35,000

(X35,000) (X35,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6,612,521 16,577,521 35,000

(X35,000) (X35,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35,000

35,000,000 = 35,000(X35,000)ㅇ 지역거점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국고지원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27,024,421 26,874,421 150,000

(X8,767,682) (X8,617,682) (X150,000)

단위 :

(일반회계)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150,000 0 150,000

(X150,000) (X1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

150,000,000 = 150,000(X150,000)ㅇ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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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지건강실



기후환경본부 504,729,460 503,097,060 1,632,400

(X60,687,050) (X59,054,650) (X1,632,4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부서 : 254,786,063 253,253,663 1,532,400

(X1,696,800) (X164,400) (X1,532,400)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정책 : 253,972,741 252,440,341 1,532,400

(X1,696,800) (X164,400) (X1,532,400)

성과목표 : 253,972,741 252,440,341 1,532,400

(X1,696,800) (X164,400) (X1,532,4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신재생에너지 보급 5,473,760 4,476,360 997,400

(X1,101,800) (X104,400) (X997,4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3,428,760 2,431,360 997,400

(X1,101,800) (X104,400) (X997,400)

(100-401-01) 시설비 689,700

689,700,000 = 689,700(X689,700)ㅇ 신재생에너지 설치

(100-401-02) 감리비 36,000

36,000,000 = 36,000(X36,000)ㅇ 신재생에너지 설치 감리비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71,700

271,700,000 = 271,700(X271,700)ㅇ 태양광 등 시설 보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6,392,381 5,857,381 535,000

(X595,000) (X60,000) (X535,0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기관 LED조명 시범보급 2,485,000 2,000,000 485,000

(X485,000) (X48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7,000

77,000,000 = 77,000(X77,000)ㅇ LED 조명 교체

(100-404-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08,000

408,000,000 = 408,000(X408,000)ㅇ 전동차회생전력 활용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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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자치구 국고보조(LED)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000 = 50,000(X50,000)ㅇ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부서 : 94,381,975 94,281,975 100,000

(X3,206,000) (X3,106,000) (X100,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정책 : 71,476,516 71,376,516 100,000

(X3,206,000) (X3,106,000) (X100,000)

성과목표 : 71,476,516 71,376,516 100,000

(X3,206,000) (X3,106,000) (X100,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 구축 5,719,138 5,619,138 100,000

(X927,000) (X827,000) (X100,000)

단위 :

(일반회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구축 100,000 0 100,000

(X100,000) (X1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100,000,000 = 100,000(X100,000)ㅇ 음식폐기물 계량화 시스템 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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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후환경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85,307,934 483,318,334 1,989,600

(X79,826,907) (X77,837,307) (X1,989,6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75,345,223 75,305,623 39,600

(X16,899,150) (X16,859,550) (X39,600)

문화예술진흥정책 : 75,187,190 75,147,590 39,600

(X16,899,150) (X16,859,550) (X39,600)

성과목표 : 75,187,190 75,147,590 39,600

(X16,899,150) (X16,859,550) (X39,6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문화예술 육성·지원 22,834,468 22,794,868 39,600

(X7,487,200) (X7,447,600) (X39,6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545,600 4,506,000 39,600

(X39,600) (X39,6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00

4,600,000 = 4,600(X4,600)ㅇ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

35,000,000 = 35,000(X35,000)ㅇ 다문화 자료실 설치 지원사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부서 : 119,364,654 117,414,654 1,950,000

(X11,025,029) (X9,075,029) (X1,950,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119,271,120 117,321,120 1,950,000

(X11,025,029) (X9,075,029) (X1,950,000)

성과목표 : 119,271,120 117,321,120 1,950,000

(X11,025,029) (X9,075,029) (X1,950,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시민체육공간 확충 22,111,000 20,161,000 1,950,000

(X6,473,000) (X4,523,000) (X1,950,00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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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송곡고등학교(중랑구)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 1,750,000 0 1,750,000

(X1,750,000) (X1,7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750,000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양정고등학교(양천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신남중학교(양천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독산고등학교(금천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아주중학교(송파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오륜중학교(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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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안전실 1,657,017,117 1,654,255,117 2,762,000

(X60,874,098) (X58,112,098) (X2,762,000)

(채26,000,000) (채26,000,000)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부서 : 7,513,901 7,113,901 400,000

(X555,075) (X155,075) (X400,000)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정책 : 4,502,496 4,102,496 400,000

(X555,075) (X155,075) (X400,000)

성과목표 : 4,502,496 4,102,496 400,000

(X555,075) (X155,075) (X400,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재난관리 4,502,496 4,102,496 400,000

(X555,075) (X155,075) (X400,000)

단위 :

(일반회계)

서민 집위험지역 정비사업 400,000 0 400,000

(X400,000) (X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

400,000,000 = 400,000(X400,000)ㅇ 서민 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중구청)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부서 : 431,741,000 429,389,000 2,352,000

(X39,752,000) (X37,400,000) (X2,352,000)

(채26,000,000) (채26,000,000)

도로 건설정책 : 431,685,388 429,333,388 2,352,000

(X39,752,000) (X37,400,000) (X2,352,000)

(채26,000,000) (채26,000,000)

성과목표 : 431,685,388 429,333,388 2,352,000

(X39,752,000) (X37,400,000) (X2,352,000)

(채26,000,000) (채26,000,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광역도로 건설 50,152,000 47,800,000 2,352,000

(X39,752,000) (X37,400,000) (X2,352,000)

(채26,000,000) (채26,000,000)
단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26,152,000 26,000,000 152,000

(X26,152,000) (X26,000,000) (X152,000)

(채26,000,000) (채2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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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도시안전실



(210-401-01) 시설비 152,000

152,000,000원 = 152,000(X152,000)ㅇ 공사비

덕송~상계간 도로개설 6,000,000 4,800,000 1,200,000

(X3,600,000) (X2,400,000) (X1,200,000)

(210-401-01) 시설비 1,200,000

1,200,000,000 = 1,200,000(X1,200,000)ㅇ 공사비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건설 7,000,000 6,000,000 1,000,000

(X4,000,000) (X3,000,000) (X1,000,000)

(210-401-01) 시설비 1,000,000

1,000,000,000원 = 1,000,000(X1,000,000)ㅇ 토지매입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부서 : 16,526,244 16,516,244 10,000

(X11,062,523) (X11,052,523) (X10,000)

깨끗한 물관리정책 : 11,589,625 11,579,625 10,000

(X6,778,608) (X6,768,608) (X10,000)

성과목표 : 11,589,625 11,579,625 10,000

(X6,778,608) (X6,768,608) (X10,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한강 수질개선 7,541,975 7,531,975 10,000

(X6,778,608) (X6,768,608) (X10,000)

단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하이서울환경농장 가꾸기(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603,000 600,000 3,000

(X603,000) (X600,000) (X3,000)

(209-202-01) 국내여비 3,000

3,000,000원 = 3,000(X3,000)ㅇ 환경농장 출장여비

잠실상수원 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76,518 569,518 7,000

(X556,518) (X549,518) (X7,000)

(209-201-01) 사무관리비 7,000

7,000,000원 = 7,000(X7,000)ㅇ 상수원 관리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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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도시안전실



도시계획국 891,636,106 891,508,106 128,000

(X1,228,000) (X1,100,000) (X128,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부서 : 658,808,571 658,680,571 128,000

(X128,000) (X128,000)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정책 : 1,400,468 1,272,468 128,000

(X128,000) (X128,000)

성과목표 : 1,400,468 1,272,468 128,000

(X128,000) (X128,000)

성과지표 :  2011 20132012

도시발전연구 1,315,314 1,187,314 128,000

(X128,000) (X128,000)

단위 :

(일반회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28,000 0 128,000

(X128,000) (X128,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8,000

128,000,000원 = 128,000(X128,000)ㅇ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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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도시계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