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6,927,701,187 5,226,55116,932,927,738

500 보조금 2,339,426,486 5,226,5512,344,653,037

510 국고보조금등 2,339,426,486 5,226,5512,344,653,037

511 국고보조금등 2,339,426,486 5,226,5512,344,653,037

01 국고보조금 2,203,645,205 4,342,2262,207,987,431

2,001<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1,893ㅇ 양곡관리사업 1,893,000원

108ㅇ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108,000원

143,58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143,580ㅇ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43,580,000원

32,4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32,400ㅇ 여성장애인 교육 32,400,000원

178,39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55,000ㅇ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55,000,000원

123,390ㅇ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23,390,000원

3,702<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3,702ㅇ 가축방역 3,702,000원

1,05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1,053ㅇ 시도가축방역 1,053,000원

149,4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145,000ㅇ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개발 145,000,000원

4,400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추진 4,400,000원

222,70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58,700ㅇ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58,700,000원

160,000ㅇ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160,000,000원

4,000ㅇ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관리 4,000,000원

3,609,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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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ㅇ 개발제한구역 관리 105,000,000원

3,504,000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504,000,000원

0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587,520 441,32535,028,845

116,00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116,000ㅇ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116,000,000원

325,325<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15,315ㅇ 기본경비(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15,315,000원

310,010ㅇ 인건비(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310,010,000원

03 기금 101,193,761 443,000101,636,761

39,000<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

39,000ㅇ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39,000,000원

40,000< 서북병원 원무과 >

40,000ㅇ 암환자 의료기관 지원 40,000,000원

2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20,000ㅇ 문화재 돌봄사업 20,000,000원

44,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 >

44,000ㅇ 전통무예 상설공연화 지원 44,000,000원

300,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150,000ㅇ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150,000,000원

150,000ㅇ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150,000,000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1,232,545,000 2,000,0001,234,545,000

500 보조금 27,000,000 2,000,00029,000,000

510 국고보조금등 27,000,000 2,000,00029,000,000

511 국고보조금등 27,000,000 2,000,00029,000,000

01 국고보조금 27,000,000 2,000,00029,000,000

2,000,00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00,000ㅇ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2,000,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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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9,100,000 16,66219,116,662

500 보조금 18,366,341 16,66218,383,003

510 국고보조금등 18,366,341 16,66218,383,003

511 국고보조금등 18,366,341 16,66218,383,003

03 기금 18,366,341 16,66218,383,003

16,662<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10,000ㅇ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10,000,000원

6,662ㅇ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6,662,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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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650,096,984 649,980,984 116,000

(X116,000) (X116,00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부서 : 1,148,870 1,032,870 116,000

(X116,000) (X116,000)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정책 : 1,111,000 995,000 116,000

(X116,000) (X116,000)

성과목표 : 1,111,000 995,000 116,000

(X116,000) (X116,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1,011,000 895,000 116,000

(X116,000) (X116,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116,000 0 116,000

(X116,000) (X116,000)

(100-101-02) 기타직보수 46,000

46,000,000원 = 46,000(X46,000)ㅇ 민간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보수

(100-201-01) 사무관리비 7,736

7,736,000원 = 7,736(X7,736)ㅇ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운영 등

(100-202-01) 국내여비 1,440

1,440,000원 = 1,440(X1,440)ㅇ 기타직 등의 여비(관내,관외)

(100-207-01) 연구용역비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지역생활권 구성 및 사업발굴 연구용역 등

(100-307-06) 보험금 7,800

7,800,000원 = 7,800(X7,800)ㅇ 기타직 등의 4대 보험료 등

(100-307-07) 연금지급금 3,024

3,024,000원 = 3,024(X3,024)ㅇ 기타직 등의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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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조정실



경제진흥실 432,446,686 432,444,685 2,001

(X56,407,713) (X56,405,712) (X2,001)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부서 : 97,468,402 97,466,401 2,001

(X27,441,494) (X27,439,493) (X2,001)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94,939,095 94,937,094 2,001

(X27,361,750) (X27,359,749) (X2,001)

성과목표 : 94,939,095 94,937,094 2,001

(X27,361,750) (X27,359,749) (X2,001)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유통거래질서 확립 57,095 55,202 1,893

(X12,000) (X10,107) (X1,893)

단위 :

(일반회계)

양곡관리 12,000 10,107 1,893

(X12,000) (X10,107) (X1,893)

(100-201-01) 사무관리비 1,893

1,893,000원 = 1,893(X1,893)ㅇ 정부관리양곡 매출, 결산관련 각종 경비

도시농업육성 지원 4,882,000 4,881,892 108

(X349,750) (X349,642) (X108)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3,175 3,067 108

(X3,175) (X3,067) (X10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8

108,000원 = 108(X108)ㅇ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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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4,080,900,773 4,080,137,323 763,450

(X1,806,759,807) (X1,805,996,357) (X763,45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1,132,348,269 1,132,204,689 143,580

(X722,804,486) (X722,660,906) (X143,58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131,950,449 1,131,806,869 143,580

(X722,804,486) (X722,660,906) (X143,580)

성과목표 : 1,131,950,449 1,131,806,869 143,580

(X722,804,486) (X722,660,906) (X143,58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5,138,566 34,994,986 143,580

(X9,378,427) (X9,234,847) (X143,580)

단위 :

(일반회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3,548,108 13,404,528 143,580

(X143,580) (X143,58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143,580

143,580,000원 = 143,580(X143,580)ㅇ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지원 연계사업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385,291,167 385,258,767 32,400

(X141,967,206) (X141,934,806) (X32,40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382,270,611 382,238,211 32,400

(X141,967,206) (X141,934,806) (X32,400)

성과목표 : 382,270,611 382,238,211 32,400

(X141,967,206) (X141,934,806) (X32,4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360,279,712 360,247,312 32,400

(X138,818,106) (X138,785,706) (X32,400)

단위 :

(일반회계)

여성장애인 교육 32,400 0 32,400

(X32,400) (X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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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실



(100-307-10) 사회복지보조 32,400

32,400,000원 = 32,400(X32,400)ㅇ 여성장애인 교육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부서 : 128,864,520 128,686,130 178,390

(X59,779,411) (X59,601,021) (X178,390)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43,754,124 43,575,734 178,390

(X3,653,873) (X3,475,483) (X178,390)

성과목표 : 43,754,124 43,575,734 178,390

(X3,653,873) (X3,475,483) (X178,39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노숙인 자활지원 20,814,673 20,759,673 55,000

(X155,000) (X100,000) (X55,000)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694,242 639,242 55,000

(X55,000) (X55,00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55,000

55,000,000원 = 55,000(X55,000)ㅇ 임시주거지원(월세)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2,939,451 22,816,061 123,390

(X3,498,873) (X3,375,483) (X123,390)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865,449 11,742,059 123,390

(X123,390) (X123,39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123,390

123,390,000원 = 123,390(X123,390)ㅇ 노숙인자활시설운영(법인)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부서 : 6,390,202 6,064,877 325,325

(X3,028,970) (X2,703,645) (X325,325)

행정운영경비(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정책 : 417,249 91,924 325,325

(X325,325) (X325,325)

성과목표 : 417,249 91,924 325,325

(X325,325) (X3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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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건강실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기본경비 107,239 91,924 15,315

(X15,315) (X15,315)

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15,315 0 15,315

(X15,315) (X15,315)

(100-201-01) 사무관리비 15,315

15,315,000원 = 15,315(X15,315)ㅇ 인쇄물(매뉴얼 등) 및 행사운영경비 등

인력운영비 310,010 0 310,010

(X310,010) (X310,010)

단위 :

(일반회계)

인력운영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310,010 0 310,010

(X310,010) (X310,010)

(100-101-01) 보수 310,010

310,010,000원 = 310,010(X310,010)ㅇ 기본급등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부서 : 61,006,376 60,967,376 39,000

(X26,054,378) (X26,015,378) (X39,000)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60,488,098 60,449,098 39,000

(X26,054,378) (X26,015,378) (X39,000)

성과목표 : 60,488,098 60,449,098 39,000

(X26,054,378) (X26,015,378) (X39,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4,535,292 4,496,292 39,000

(X1,865,013) (X1,826,013) (X39,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249,000 210,000 39,000

(X249,000) (X210,000) (X39,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39,000

39,000,000원 = 39,000(X39,000)ㅇ 시설장비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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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건강실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부서 : 1,852,571 1,848,869 3,702

(X324,943) (X321,241) (X3,702)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정책 : 1,823,823 1,820,121 3,702

(X324,943) (X321,241) (X3,702)

성과목표 : 1,823,823 1,820,121 3,702

(X324,943) (X321,241) (X3,702)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수의공중보건 강화 504,701 500,999 3,702

(X324,943) (X321,241) (X3,702)

단위 :

(일반회계)

가축방역 482,201 478,499 3,702

(X324,943) (X321,241) (X3,702)

(100-206-01) 재료비 3,702

3,702,000원 = 3,702(X3,702)ㅇ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부서 : 13,778,610 13,777,557 1,053

(X666,855) (X665,802) (X1,053)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정책 : 11,768,790 11,767,737 1,053

(X666,855) (X665,802) (X1,053)

성과목표 : 11,768,790 11,767,737 1,053

(X666,855) (X665,802) (X1,053)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시스템 구축 490,441 489,388 1,053

(X50,053) (X49,000) (X1,053)

단위 :

(일반회계)

시도가축방역 144,291 143,238 1,053

(X21,053) (X20,000) (X1,053)

(100-206-01) 재료비 1,053

= 1,053ㅇ 시험검사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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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지건강실



1,038,000원 = 1,038(X1,038)  · 우결핵,브루셀라 등 검사

15,000원 = 15(X15)  ·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질병검사

서북병원 원무과부서 : 11,381,627 11,341,627 40,000

(X73,793) (X33,793) (X40,000)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정책 : 8,954,394 8,914,394 40,000

(X73,793) (X33,793) (X40,000)

성과목표 : 8,954,394 8,914,394 40,000

(X73,793) (X33,793) (X4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서북병원 운영 8,954,394 8,914,394 40,000

(X73,793) (X33,793) (X40,000)

단위 :

(일반회계)

암환자 완화 의료기관 지원 40,000 0 40,000

(X40,000) (X40,000)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200

17,200,000원 = 17,200(X17,200)ㅇ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00-201-01) 사무관리비 20,600

20,600,000원 = 20,600(X20,600)ㅇ 완화의료 사업 운영비 등

(100-307-01) 의료및구료비 500

500,000원 = 500(X500)ㅇ 저소득 완화의료 관련 소모품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

1,500,000원 = 1,500(X1,500)ㅇ 휴게실 소파

200,000원 = 200(X200)ㅇ 폴라로이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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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지건강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93,417,322 492,681,222 736,100

(X78,137,510) (X77,401,410) (X736,100)

(채30,000,000) (채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부서 : 72,646,144 72,476,744 169,400

(X37,358,609) (X37,189,209) (X169,4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72,570,432 72,401,032 169,400

(X37,358,609) (X37,189,209) (X169,400)

성과목표 : 72,570,432 72,401,032 169,400

(X37,358,609) (X37,189,209) (X169,4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문화재 보존 복원 64,721,684 64,701,684 20,000

(X37,029,651) (X37,009,651) (X20,000)

단위 :

(일반회계)

문화재 돌봄사업 288,333 268,333 20,000

(X181,000) (X161,000) (X2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17,000

17,000,000원 = 17,000(X17,000)ㅇ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수당 등

(100-202-01) 국내여비 3,000

3,000,000원 = 3,000(X3,000)ㅇ 출장여비 등

전통문화 활성화 4,482,808 4,333,408 149,400

(X188,958) (X39,558) (X149,400)

단위 :

(일반회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145,000 0 145,000

(X145,000) (X14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5,000

145,000,000원 = 145,000(X145,000)ㅇ 생생문화재사업 지원(종로,중구,광진,성북,동작,송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추진 104,400 100,000 4,400

(X4,400) (X4,400)

(100-202-03) 국외업무여비 2,200

2,200,000원 = 2,200(X2,200)ㅇ 문화재정책 역량강화 연수 지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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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200,000원 = 2,200(X2,200)ㅇ 문화재정책 역량강화 연수 지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부서 : 17,872,770 17,828,770 44,000

(X44,000) (X44,000)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
성화

정책 : 17,816,116 17,772,116 44,000

(X44,000) (X44,000)

성과목표 : 17,816,116 17,772,116 44,000

(X44,000) (X44,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서울관광자원을 활용한 행사 및 상품운영 3,807,165 3,763,165 44,000

(X44,000) (X44,000)

단위 :

(일반회계)

전통무예 상설공연화 지원 497,000 453,000 44,000

(X44,000) (X44,000)

(100-201-03) 행사운영비 44,000

44,000,000원 = 44,000(X44,000)ㅇ 전통무예 시범공연 등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부서 : 21,132,208 20,832,208 300,000

(X300,000) (X300,000)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정책 : 20,546,035 20,246,035 300,000

(X300,000) (X300,000)

성과목표 : 20,546,035 20,246,035 300,000

(X300,000) (X3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11,260,968 10,960,968 300,000

(X300,000) (X300,000)

단위 :

(일반회계)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7,904,000 7,754,000 150,000

(X150,000) (X150,000)

(100-401-01) 시설비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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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잠실야구장 시설개보수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3,235,000 3,085,000 150,000

(X150,000) (X150,000)

(100-401-01) 시설비 150,000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목동야구장 시설개보수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부서 : 29,982,067 29,759,367 222,700

(X10,319,900) (X10,097,200) (X222,700)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29,861,961 29,639,261 222,700

(X10,319,900) (X10,097,200) (X222,700)

성과목표 : 29,861,961 29,639,261 222,700

(X10,319,900) (X10,097,200) (X222,7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도서관 육성지원 14,201,980 13,983,280 218,700

(X1,557,900) (X1,339,200) (X218,700)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1,330,180 1,271,480 58,700

(X58,700) (X58,7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8,700

58,700,000원 = 58,700(X58,700)ㅇ 장애인정보누리터 사업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913,150 753,150 160,000

(X160,000) (X16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0,000

160,000,000원 = 160,000(X160,000)ㅇ 작은도서관조성에 따른 지원

서울도서관 운영 2,136,231 2,132,231 4,000

(X4,000) (X4,000)

단위 :

(일반회계)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 관리 238,603 234,603 4,000

(X4,000) (X4,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4,000,000원 = 4,000(X4,000)ㅇ 장애인정보누리터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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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안전실 1,839,674,905 1,839,658,243 16,662

(X83,847,503) (X83,830,841) (X16,662)

(채30,000,000) (채30,000,00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부서 : 25,859,646 25,842,984 16,662

(X18,383,003) (X18,366,341) (X16,662)

깨끗한 물관리정책 : 20,507,685 20,491,023 16,662

(X13,457,088) (X13,440,426) (X16,662)

성과목표 : 20,507,685 20,491,023 16,662

(X13,457,088) (X13,440,426) (X16,662)

성과지표 :  2013 20152014

한강 수질개선 13,835,806 13,819,144 16,662

(X13,457,088) (X13,440,426) (X16,662)

단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한강수질개선특별회
계)

20,500 10,500 10,000

(X12,500) (X2,500) (X10,000)

(209-202-03)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유역관리 해외연수 비용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11,314 104,652 6,662

(X111,314) (X104,652) (X6,662)

(209-202-01) 국내여비 6,662

6,662,000원 = 6,662(X6,662)ㅇ 주민지원사업 조사 및 점검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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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312,807,828 307,198,828 5,609,000

(X28,417,023) (X22,808,023) (X5,609,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58,437,439 54,828,439 3,609,000

(X4,321,500) (X712,500) (X3,609,0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58,142,897 54,533,897 3,609,000

(X4,321,500) (X712,500) (X3,609,000)

성과목표 : 58,142,897 54,533,897 3,609,000

(X4,321,500) (X712,500) (X3,609,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29,885,041 26,276,041 3,609,000

(X4,321,500) (X712,500) (X3,609,000)

단위 :

(일반회계)

개발제한구역관리 105,000 0 105,000

(X105,000) (X105,000)

(100-201-01) 사무관리비 31,000

31,000,000원 = 31,000(X31,000)ㅇ 개발제한구역 시설물관리등

(100-202-01) 국내여비 22,000

22,000,000원 = 22,000(X22,000)ㅇ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속여비

(100-401-01) 시설비 48,000

20,000,000원 = 20,000(X20,000)ㅇ 개발제한구역 안내판설치

12,000,000원 = 12,000(X12,000)ㅇ 개발제한구역 초소수리

10,000,000원 = 10,000(X10,000)ㅇ 개발제한구역 철거용역비

4,000,000원 = 4,000(X4,000)ㅇ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설치

2,000,000원 = 2,000(X2,000)ㅇ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처리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4,000,000원 = 4,000(X4,000)ㅇ 초소용 컨테이너 구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504,000 0 3,504,000

(X3,504,000) (X3,504,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4,000

1,295,200,000원 = 1,295,200(X1,295,200)ㅇ 구로구 궁동생태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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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푸른도시국



705,872,000원 = 705,872(X705,872)ㅇ 서초구 새정마을 도시가스 공급

712,928,000원 = 712,928(X712,928)ㅇ 강동구 보훈병원앞 도로확장

430,000,000원 = 430,000(X430,000)ㅇ 노원구 노원누리길 조성사업

360,000,000원 = 360,000(X360,000)ㅇ 노원구 동막골 여가녹지 조성사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부서 : 86,358,528 84,358,528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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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공원확충정책 : 86,298,250 84,298,25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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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 86,298,250 84,298,25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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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도심공원 확충 41,108,600 39,108,6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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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4,000,000 2,00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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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401-01) 시설비 2,000,000

2,000,000,000원 = 2,000,000(X2,000,000)ㅇ 강동구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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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푸른도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