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6,932,927,738 3,375,38116,936,303,119

500 보조금 2,344,653,037 3,375,3812,348,028,418

510 국고보조금등 2,344,653,037 3,375,3812,348,028,418

511 국고보조금등 2,344,653,037 3,375,3812,348,028,418

01 국고보조금 2,207,987,431 809,5102,208,796,941

70,00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70,000ㅇ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70,000,000원

386,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386,000ㅇ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86,000,000원

79,2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79,200ㅇ 장애인활동지원사업 79,200,000원

25,00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25,000ㅇ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5,000,000원

6,000<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6,000ㅇ 살처분보상 6,000,000원

61,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25,000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5,000,000원

36,000ㅇ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36,000,000원

112,31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87,310ㅇ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87,310,000원

25,000ㅇ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지원 25,000,000원

70,000<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70,000ㅇ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70,000,000원

0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028,845 219,67135,248,516

96,671<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96,671ㅇ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96,671,000원

123,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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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0ㅇ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 123,000,000원

03 기금 101,636,761 2,346,200103,982,961

5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50,000ㅇ 전문직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50,000,000원

1,2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1,200ㅇ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200,000원

2,09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50,000ㅇ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50,000,000원

280,000ㅇ 푸치니 페스티벌 참가 춘향전 지원 280,000,000원

270,000ㅇ 제17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270,000,000원

200,000ㅇ 2014 제32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지원 200,000,000원

390,000ㅇ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390,000,000원

100,000ㅇ 2014 손기정 평화음악회 지원 100,000,000원

200,000ㅇ 창작국악극대상 시상식 지원 200,000,000원

150,000ㅇ K-Ballet World 지원 150,000,000원

200,000ㅇ 동의보감 진서의 궁중문화의식 재현 지원 200,000,000원

200,000ㅇ 2014 대한민국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200,000,000원

50,000ㅇ 세계시공연축제 50,000,000원

25,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25,000ㅇ 산업관광 육성 25,000,000원

18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 >

100,000ㅇ 서울관광 대표 지도(안내서) 제작 100,000,000원

80,000ㅇ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8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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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실 2,021,543,207 2,021,422,007 121,200

(X696,332,840) (X696,211,640) (X121,2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부서 : 96,831,488 96,781,488 50,000

(X23,191,903) (X23,141,903) (X50,000)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94,918,104 94,868,104 50,000

(X23,191,903) (X23,141,903) (X50,000)

성과목표 : 94,918,104 94,868,104 50,000

(X23,191,903) (X23,141,903) (X5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여성경제력 강화 29,170,602 29,120,602 50,000

(X6,708,310) (X6,658,310) (X50,000)

단위 :

(일반회계)

전문직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전문직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부서 : 23,311,381 23,241,381 70,000

(X5,179,503) (X5,109,503) (X70,000)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정책 : 23,076,548 23,006,548 70,000

(X5,179,503) (X5,109,503) (X70,000)

성과목표 : 23,076,548 23,006,548 70,000

(X5,179,503) (X5,109,503) (X7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10,682,251 10,612,251 70,000

(X70,000) (X70,00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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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70,000 0 70,000

(X70,000) (X7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0

70,000,000원 = 70,000(X70,000)ㅇ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금천구)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부서 : 188,417,325 188,416,125 1,200

(X23,526,656) (X23,525,456) (X1,20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87,593,039 187,591,839 1,200

(X23,526,656) (X23,525,456) (X1,200)

성과목표 : 187,593,039 187,591,839 1,200

(X23,526,656) (X23,525,456) (X1,2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42,269,696 42,268,496 1,200

(X3,894,928) (X3,893,728) (X1,2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72,850 71,650 1,200

(X49,200) (X48,000) (X1,2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0

1,200,000원 = 1,200(X1,200)ㅇ 자치구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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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4,081,493,644 4,080,900,773 592,871

(X1,807,352,678) (X1,806,759,807) (X592,871)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부서 : 1,955,422,582 1,955,036,582 386,000

(X801,292,547) (X800,906,547) (X386,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584,986,081 1,584,600,081 386,000

(X801,292,547) (X800,906,547) (X386,000)

성과목표 : 1,584,986,081 1,584,600,081 386,000

(X801,292,547) (X800,906,547) (X386,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109,292,212 108,906,212 386,000

(X14,912,581) (X14,526,581) (X386,000)

단위 :

(일반회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3,262,710 32,876,710 386,000

(X386,000) (X386,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86,000

386,000,000원 = 386,000(X386,000)ㅇ 종로구 보훈회관 건립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385,370,367 385,291,167 79,200

(X142,046,406) (X141,967,206) (X79,20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382,349,811 382,270,611 79,200

(X142,046,406) (X141,967,206) (X79,200)

성과목표 : 382,349,811 382,270,611 79,200

(X142,046,406) (X141,967,206) (X79,2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360,358,912 360,279,712 79,200

(X138,897,306) (X138,818,106) (X79,200)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34,430,780 134,351,580 79,200

(X66,879,200) (X66,800,000) (X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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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실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9,200

79,200,000원 = 79,200(X79,200)ㅇ 중증응급안전지원서비스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16,039,694 116,014,694 25,000

(X10,524,511) (X10,499,511) (X25,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15,822,885 115,797,885 25,000

(X10,524,511) (X10,499,511) (X25,000)

성과목표 : 115,822,885 115,797,885 25,000

(X10,524,511) (X10,499,511) (X25,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정신보건 시설운영 43,701,740 43,676,740 25,000

(X1,250,094) (X1,225,094) (X25,000)

단위 :

(일반회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75,000 50,000 25,000

(X75,000) (X50,000) (X2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

25,000,000원 = 25,000(X25,000)ㅇ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1개구)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부서 : 1,858,571 1,852,571 6,000

(X330,943) (X324,943) (X6,000)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정책 : 1,829,823 1,823,823 6,000

(X330,943) (X324,943) (X6,000)

성과목표 : 1,829,823 1,823,823 6,000

(X330,943) (X324,943) (X6,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수의공중보건 강화 510,701 504,701 6,000

(X330,943) (X324,943) (X6,000)

단위 :

(일반회계)

살처분 보상 6,000 0 6,000

(X6,000) (X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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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건강실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

6,000,000원 = 6,000(X6,000)ㅇ 살처분 등 보상금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부서 : 13,875,281 13,778,610 96,671

(X763,526) (X666,855) (X96,671)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정책 : 11,865,461 11,768,790 96,671

(X763,526) (X666,855) (X96,671)

성과목표 : 11,865,461 11,768,790 96,671

(X763,526) (X666,855) (X96,671)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식·의약품 검사 강화 3,315,919 3,219,248 96,671

(X142,671) (X46,000) (X96,671)

단위 :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1,140,671 1,044,000 96,671

(X96,671) (X96,671)

(100-206-01) 재료비 96,671

96,671,000원 = 96,671(X96,671)ㅇ 시험검사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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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건강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96,008,632 493,417,322 2,591,310

(X80,728,820) (X78,137,510) (X2,591,310)

(채30,000,000) (채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37,671,188 35,581,188 2,090,000

(X14,531,330) (X12,441,330) (X2,090,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37,047,160 34,957,160 2,090,000

(X14,531,330) (X12,441,330) (X2,090,000)

성과목표 : 37,047,160 34,957,160 2,090,000

(X14,531,330) (X12,441,330) (X2,09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7,900,000 5,810,000 2,090,000

(X2,090,000) (X2,090,000)

단위 :

(일반회계)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150,000 100,000 50,000

(X50,000) (X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제17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270,000 0 270,000

(X270,000) (X27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270,000

270,000,000원 = 270,000(X270,000)ㅇ 제17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2014 제32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지원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2014 제32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지원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390,000 0 390,000

(X390,000) (X39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390,000

390,000,000원 = 390,000(X390,000)ㅇ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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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4 손기정 평화음악회 지원 100,000 0 100,000

(X100,000) (X10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2014 손기정 평화음악회 지원

창작국악극대상 시상식 지원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창작국악극대상 시상식 지원

K-Ballet World 지원 150,000 0 150,000

(X150,000) (X15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150,000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K-Ballet World 지원

동의보감 진서의 궁중문화의식 재현 지원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동의보감 진서의 궁중문화의식 재현 지원

2014 대한민국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2014 대한민국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푸치니 페스티벌 참가 춘향전 지원 280,000 0 280,000

(X280,000) (X28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280,000

280,000,000원 = 280,000(X280,000)ㅇ 푸치니 페스티벌 참가 춘향전 지원

세계시공연축제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세계시공연축제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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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부서 : 72,707,144 72,646,144 61,000

(X37,419,609) (X37,358,609) (X61,0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72,631,432 72,570,432 61,000

(X37,419,609) (X37,358,609) (X61,000)

성과목표 : 72,631,432 72,570,432 61,000

(X37,419,609) (X37,358,609) (X61,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문화재 보존 복원 64,746,684 64,721,684 25,000

(X37,054,651) (X37,029,651) (X25,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7,422,000 7,397,000 25,000

(X4,915,900) (X4,890,900) (X25,000)

(100-401-01) 시설비 25,000

25,000,000원 = 25,000(X25,000)ㅇ 경희궁 숭정전 월랑 지붕보수 등

전통문화시설 운영 1,708,440 1,672,440 36,000

(X176,000) (X140,000) (X36,000)

단위 :

(일반회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466,800 430,800 36,000

(X36,000) (X36,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36,000

36,000,000원 = 36,000(X36,000)ㅇ 기능시연비, 기능교육비, 시민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부서 : 16,574,577 16,426,577 148,000

(X964,000) (X816,000) (X148,00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 16,381,808 16,233,808 148,000

(X964,000) (X816,000) (X148,000)

성과목표 : 16,381,808 16,233,808 148,000

(X964,000) (X816,000) (X148,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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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8,690,828 8,542,828 148,000

(X964,000) (X816,000) (X148,000)

단위 :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 123,000 0 123,000

(X123,000) (X123,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3,000

123,000,000원 = 123,000(X123,000)

ㅇ 서부 수도권 연계 관광홍보물 제작 및 IT 관광안내체계 구축

산업관광  육성 25,000 0 25,000

(X25,000) (X2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

25,000,000원 = 25,000(X25,000)ㅇ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디지털산업단지) 여행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부서 : 18,052,770 17,872,770 180,000

(X224,000) (X44,000) (X180,000)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
성화

정책 : 17,996,116 17,816,116 180,000

(X224,000) (X44,000) (X180,000)

성과목표 : 17,996,116 17,816,116 180,000

(X224,000) (X44,000) (X18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서울관광자원을 활용한 행사 및 상품운영 3,987,165 3,807,165 180,000

(X224,000) (X44,000) (X18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관광 대표 지도(안내서) 제작 902,250 802,250 100,000

(X100,000) (X1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서울 관광 가이드북 및 안내지도 제작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80,000 100,000 80,000

(X80,000) (X8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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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0원 = 80,000(X80,000)ㅇ 다국어 안내표지판 정비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부서 : 30,094,377 29,982,067 112,310

(X10,432,210) (X10,319,900) (X112,310)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29,974,271 29,861,961 112,310

(X10,432,210) (X10,319,900) (X112,310)

성과목표 : 29,974,271 29,861,961 112,310

(X10,432,210) (X10,319,900) (X112,31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도서관 육성지원 14,314,290 14,201,980 112,310

(X1,670,210) (X1,557,900) (X112,310)

단위 :

(일반회계)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서비스지원 87,310 0 87,310

(X87,310) (X87,31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2,310

52,310,000원 = 52,310(X52,310)ㅇ 도서관다문화자료실 프로그램 운영비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

35,000,000원 = 35,000(X35,000)ㅇ 도서관다문화자료실 조성지원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지원 25,000 0 25,000

(X25,000) (X2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

25,000,000원 = 25,000(X25,000)ㅇ 송파글마루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구축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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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실 1,839,744,905 1,839,674,905 70,000

(X83,917,503) (X83,847,503) (X70,000)

(채30,000,000) (채30,000,000)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부서 : 5,278,527 5,208,527 70,000

(X148,000) (X78,000) (X70,000)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정책 : 2,673,036 2,603,036 70,000

(X148,000) (X78,000) (X70,000)

성과목표 : 2,673,036 2,603,036 70,000

(X148,000) (X78,000) (X7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재난관리 2,673,036 2,603,036 70,000

(X148,000) (X78,000) (X70,000)

단위 :

(일반회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70,000 0 70,000

(X70,000) (X7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0

70,000,000원 = 70,000(X70,000)ㅇ 2014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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