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7,307,408,027 9,715,21517,317,123,242

500 보조금 2,386,896,134 9,715,2152,396,611,349

510 국고보조금등 2,386,896,134 9,715,2152,396,611,349

511 국고보조금등 2,386,896,134 9,715,2152,396,611,349

01 국고보조금 2,238,895,312 7,561,1242,246,456,436

64,12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47,378ㅇ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47,378,000원

16,744ㅇ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6,744,000원

4,693,111<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585,442ㅇ 보육돌봄서비스 585,442,000원

1,021,709ㅇ 어린이집 지원(보조) 1,021,709,000원

3,085,960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085,960,000원

12,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12,000ㅇ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2,000,000원

2,413<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1,891ㅇ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891,000원

522ㅇ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522,000원

138,096<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126,600ㅇ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126,600,000원

11,496ㅇ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11,496,000원

49,195<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49,195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9,195,000원

1,802<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1,802ㅇ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802,000원

40,00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40,000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40,000,000원

10,520<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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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520ㅇ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운영 10,520,000원

1,909,10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1,080,000ㅇ 그린카 보급 1,080,000,000원

392,000ㅇ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392,000,000원

437,101ㅇ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437,101,000원

20,76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20,764ㅇ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0,764,000원

120,00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120,000ㅇ 시유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 120,000,000원

500,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500,000ㅇ 북한산 산사길 탐방로 조성사업 500,000,000원

0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943,516 1,700,00041,643,516

1,7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

1,000,000ㅇ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1,000,000,000원

700,000ㅇ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 700,000,000원

03 기금 108,057,306 454,091108,511,397

4,00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4,000ㅇ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4,000,000원

450,091<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

900ㅇ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체계운영비 지원 900,000원

449,191ㅇ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449,191,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270,315,704 28,246,0001,298,561,704

500 보조금 145,186,222 28,246,000173,432,222

510 국고보조금등 145,186,222 28,246,000173,432,222

511 국고보조금등 145,186,222 28,246,000173,432,222

01 국고보조금 16,077,000 4,000,00020,077,000

4,000,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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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ㅇ 창신숭인 도시주거재생사업 4,000,000,000원

03 기금 129,109,222 24,246,000153,355,222

24,246,000<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24,246,00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24,246,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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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2,077,513,544 2,072,744,311 4,769,233

(X658,688,214) (X653,918,981) (X4,769,23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부서 : 98,155,334 98,091,212 64,122

(X25,027,269) (X24,963,147) (X64,122)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96,241,950 96,177,828 64,122

(X25,027,269) (X24,963,147) (X64,122)

성과목표 : 96,241,950 96,177,828 64,122

(X25,027,269) (X24,963,147) (X64,122)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22,692,428 22,628,306 64,122

(X9,875,054) (X9,810,932) (X64,122)

단위 :

(일반회계)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316,472 3,269,094 47,378

(X1,455,878) (X1,408,500) (X47,378)

(100-307-05) 민간위탁금 3,450

3,450,000원 = 3,450(X3,450)ㅇ 시립지원시설 운영비

(100-307-10) 사회복지보조 43,928

43,928,000원 = 43,928(X43,928)ㅇ 지원시설 운영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676,744 660,000 16,744

(X346,744) (X330,000) (X16,744)

(100-307-10) 사회복지보조 16,744

16,744,000원 = 16,744(X16,744)ㅇ 의료, 법률, 직업훈련비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부서 : 1,762,503,568 1,757,810,457 4,693,111

(X604,482,571) (X599,789,460) (X4,693,111)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762,447,371 1,757,754,260 4,693,111

(X604,482,571) (X599,789,460) (X4,6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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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4



성과목표 : 1,762,447,371 1,757,754,260 4,693,111

(X604,482,571) (X599,789,460) (X4,693,111)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325,257,220 1,323,650,069 1,607,151

(X410,519,963) (X408,912,812) (X1,607,151)

단위 :

(일반회계)

보육돌봄서비스 142,628,035 142,042,593 585,442

(X46,660,144) (X46,074,702) (X585,442)

(100-307-10) 사회복지보조 △3,675

-3,675,000원 = △3,675(X△3,675)ㅇ 대체교사 인건비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89,117

589,117,000원 = 589,117(X589,117)ㅇ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지원(보조) 124,850,929 123,829,220 1,021,709

(X14,087,997) (X13,066,288) (X1,021,70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21,709

1,021,709,000원 = 1,021,709(X1,021,709)ㅇ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보육시설 확충 96,304,525 93,218,565 3,085,960

(X15,228,454) (X12,142,494) (X3,085,960)

단위 :

(일반회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9,003,184 75,917,224 3,085,960

(X10,073,184) (X6,987,224) (X3,085,96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85,960

3,085,960,000원 = 3,085,960(X3,085,960)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부서 : 192,969,859 192,957,859 12,000

(X24,148,871) (X24,136,871) (X12,00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92,145,573 192,133,573 12,000

(X24,148,871) (X24,136,871) (X12,000)

성과목표 : 192,145,573 192,133,573 12,000

(X24,148,871) (X24,136,871) (X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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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5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35,121,030 135,109,030 12,000

(X17,809,918) (X17,797,918) (X12,000)

단위 :

(일반회계)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62,425 50,425 12,000

(X32,170) (X20,170) (X12,000)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0

12,000,000원 = 12,000(X12,000)ㅇ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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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6



경제진흥실 447,838,751 447,836,338 2,413

(X60,758,936) (X60,756,523) (X2,413)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부서 : 109,996,815 109,994,402 2,413

(X32,906,907) (X32,904,494) (X2,413)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107,467,508 107,465,095 2,413

(X32,827,163) (X32,824,750) (X2,413)

성과목표 : 107,467,508 107,465,095 2,413

(X32,827,163) (X32,824,750) (X2,413)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도시농업육성 지원 5,047,413 5,045,000 2,413

(X515,163) (X512,750) (X2,413)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56,291 54,400 1,891

(X56,291) (X54,400) (X1,89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91

1,891,000원 = 1,891(X1,891)ㅇ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사업관리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658 136 522

(X658) (X136) (X52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22

522,000원 = 522(X522)ㅇ 밭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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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진흥실7



복지건강실 4,277,912,342 4,277,218,638 693,704

(X1,911,461,224) (X1,910,767,520) (X693,704)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1,174,967,475 1,174,829,379 138,096

(X756,355,815) (X756,217,719) (X138,096)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174,569,655 1,174,431,559 138,096

(X756,355,815) (X756,217,719) (X138,096)

성과목표 : 1,174,569,655 1,174,431,559 138,096

(X756,355,815) (X756,217,719) (X138,096)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1,004,542,752 1,004,416,152 126,600

(X741,433,136) (X741,306,536) (X126,600)

단위 :

(일반회계)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126,600 0 126,600

(X126,600) (X126,60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126,600

126,600,000원 = 126,600(X126,600)ㅇ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5,150,062 35,138,566 11,496

(X9,389,923) (X9,378,427) (X11,496)

단위 :

(일반회계)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694,830 683,334 11,496

(X319,083) (X307,587) (X11,496)

(100-307-10) 사회복지보조 11,496

11,496,000원 = 11,496(X11,496)ㅇ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159,426,192 159,376,997 49,195

(X8,571,667) (X8,522,472) (X49,19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156,797,531 156,748,336 49,195

(X8,571,667) (X8,522,472) (X4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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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실8



성과목표 : 156,797,531 156,748,336 49,195

(X8,571,667) (X8,522,472) (X49,195)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7,692,065 7,642,870 49,195

(X3,405,868) (X3,356,673) (X49,195)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644,175 1,594,980 49,195

(X840,685) (X791,490) (X49,195)

(100-402-01) 민간자본보조 49,195

49,195,000원 = 49,195(X49,195)ㅇ 증축,개보수,장비보강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부서 : 128,930,668 128,928,866 1,802

(X59,845,559) (X59,843,757) (X1,802)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84,990,418 84,988,616 1,802

(X56,191,686) (X56,189,884) (X1,802)

성과목표 : 84,990,418 84,988,616 1,802

(X56,191,686) (X56,189,884) (X1,802)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84,990,418 84,988,616 1,802

(X56,191,686) (X56,189,884) (X1,802)

단위 :

(일반회계)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470,632 468,830 1,802

(X227,427) (X225,625) (X1,802)

(100-307-05) 민간위탁금 1,802

1,802,000원 = 1,802(X1,802)ㅇ 운영비, 사업비(자활상품 판로개척 지원 등)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16,293,909 116,249,909 44,000

(X10,820,961) (X10,776,961) (X44,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16,077,100 116,033,100 44,000

(X10,820,961) (X10,776,961) (X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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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실9



성과목표 : 116,077,100 116,033,100 44,000

(X10,820,961) (X10,776,961) (X44,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49,847,502 49,807,502 40,000

(X335,000) (X295,000) (X4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9,014,824 18,974,824 40,000

(X335,000) (X295,000) (X4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40,000

40,000,000원 = 40,000(X40,000)ㅇ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22,612,643 22,608,643 4,000

(X9,278,417) (X9,274,417) (X4,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141,800 137,800 4,000

(X72,900) (X68,900) (X4,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4,000

4,000,000원 = 4,000(X4,000)ㅇ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부서 : 69,016,869 69,006,349 10,520

(X30,886,325) (X30,875,805) (X10,520)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68,924,184 68,913,664 10,520

(X30,886,325) (X30,875,805) (X10,520)

성과목표 : 68,924,184 68,913,664 10,520

(X30,886,325) (X30,875,805) (X10,52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36,286,732 36,276,212 10,520

(X15,115,287) (X15,104,767) (X10,520)

단위 :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운영 903,999 893,479 10,520

(X430,520) (X420,000) (X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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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실10



(100-307-05) 민간위탁금 10,520

10,520,000원 = 10,520(X10,520)ㅇ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운영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부서 : 78,580,963 78,130,872 450,091

(X34,206,339) (X33,756,248) (X450,091)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78,062,685 77,612,594 450,091

(X34,206,339) (X33,756,248) (X450,091)

성과목표 : 78,062,685 77,612,594 450,091

(X34,206,339) (X33,756,248) (X450,091)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4,985,383 4,535,292 450,091

(X2,315,104) (X1,865,013) (X450,091)

단위 :

(일반회계)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체계운영비 지원 16,200 15,300 900

(X8,550) (X7,650) (X9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0

900,000원 = 900(X900)ㅇ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698,191 249,000 449,191

(X698,191) (X249,000) (X449,191)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83,871

83,871,000원 = 83,871(X83,871)ㅇ 시설장비유지비

(100-402-01) 민간자본보조 365,320

365,320,000원 = 365,320(X365,320)ㅇ 에볼라 등 검사장비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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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실11



기후환경본부 504,751,456 502,842,355 1,909,101

(X44,609,011) (X42,699,910) (X1,909,10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부서 : 59,137,986 57,228,885 1,909,101

(X27,626,401) (X25,717,300) (X1,909,101)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및 오염물질 저감정책 : 53,962,605 52,053,504 1,909,101

(X27,626,401) (X25,717,300) (X1,909,101)

성과목표 : 53,962,605 52,053,504 1,909,101

(X27,626,401) (X25,717,300) (X1,909,101)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친환경차량 보급 20,710,839 19,238,839 1,472,000

(X10,534,000) (X9,062,000) (X1,472,000)

단위 :

(일반회계)

그린카 보급 6,534,500 5,454,500 1,080,000

(X4,130,000) (X3,050,000) (X1,080,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1,080,000

1,080,000,000원 = 1,080,000(X1,080,000)ㅇ 전기승용차 72대 추가 보급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336,165 1,944,165 392,000

(X1,904,000) (X1,512,000) (X392,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392,000

392,000,000원 = 392,000(X392,000)ㅇ 완속충전기 83기 추가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32,078,558 31,641,457 437,101

(X17,019,301) (X16,582,200) (X437,101)

단위 :

(일반회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32,078,558 31,641,457 437,101

(X17,019,301) (X16,582,200) (X437,101)

(100-402-01) 민간자본보조 437,101

437,101,000원 = 437,101(X437,101)ㅇ PM-Nox 동시저감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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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508,652,038 506,952,038 1,700,000

(X94,347,832) (X92,647,832) (X1,700,000)

(채30,000,000) (채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부서 : 161,049,292 159,349,292 1,700,000

(X15,739,671) (X14,039,671) (X1,700,000)

(채30,000,000) (채30,000,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160,807,673 159,107,673 1,700,000

(X15,739,671) (X14,039,671) (X1,700,000)

(채30,000,000) (채30,000,000)

성과목표 : 160,807,673 159,107,673 1,700,000

(X15,739,671) (X14,039,671) (X1,700,000)

(채30,000,000) (채30,0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시민체육공간 확충 36,887,000 35,187,000 1,700,000

(X10,397,000) (X8,697,000) (X1,700,000)

단위 :

(일반회계)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 1,700,000 1,000,000 700,000

(X1,200,000) (X500,000) (X7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00

700,000,000원 = 700,000(X700,000)ㅇ 서대문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3,000,000 2,000,000 1,000,000

(X2,000,000) (X1,000,000) (X1,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1,000,000,000원 = 1,000,000(X1,000,000)ㅇ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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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디자인본부13



도시계획국 1,155,457,662 1,155,436,898 20,764

(X491,764) (X471,000) (X20,76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부서 : 424,889 404,125 20,764

(X20,764) (X20,764)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정책 : 349,456 328,692 20,764

(X20,764) (X20,764)

성과목표 : 349,456 328,692 20,764

(X20,764) (X20,764)

성과지표 :  2013 20152014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276,230 255,466 20,764

(X20,764) (X20,764)

단위 :

(일반회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0,764 0 20,764

(X20,764) (X20,764)

(100-201-01) 사무관리비 1,500

1,500,000원 = 1,500(X1,500)ㅇ 지적재조사 홍보비 등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264

19,264,000원 = 19,264(X19,264)ㅇ 지적재조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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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국14



주택정책실 1,553,013,185 1,524,767,185 28,246,000

(X173,432,222) (X145,186,222) (X28,246,000)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부서 : 390,471,623 366,225,623 24,246,000

(X76,637,518) (X52,391,518) (X24,246,000)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390,405,025 366,159,025 24,246,000

(X76,637,518) (X52,391,518) (X24,246,000)

성과목표 : 390,405,025 366,159,025 24,246,000

(X76,637,518) (X52,391,518) (X24,246,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330,349,018 306,103,018 24,246,000

(X74,584,518) (X50,338,518) (X24,246,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83,860,000 59,614,000 24,246,000

(X43,875,000) (X19,629,000) (X24,246,000)

(204-404-02)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24,246,000

24,246,000,000원 = 24,246,000(X24,246,00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 국고보조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부서 : 192,034,200 188,034,200 4,000,000

(X4,090,000) (X90,000) (X4,000,000)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정책 : 11,706,301 7,706,301 4,000,000

(X4,090,000) (X90,000) (X4,000,000)

성과목표 : 11,706,301 7,706,301 4,000,000

(X4,090,000) (X90,000) (X4,0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정비사업 지원(도정) 11,339,490 7,339,490 4,000,000

(X4,090,000) (X90,000) (X4,00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창신숭인 도시주거재생사업 4,090,000 90,000 4,000,000

(X4,090,000) (X90,000) (X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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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실15



(204-401-01) 시설비 4,000,000

4,000,000,000원 = 4,000,000(X4,000,000)ㅇ 봉제 재생,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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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실16



푸른도시국 314,568,828 313,948,828 620,000

(X29,633,023) (X29,013,023) (X620,00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부서 : 86,478,528 86,358,528 120,000

(X2,120,000) (X2,000,000) (X120,000)

생활권 공원확충정책 : 86,418,250 86,298,250 120,000

(X2,120,000) (X2,000,000) (X120,000)

성과목표 : 86,418,250 86,298,250 120,000

(X2,120,000) (X2,000,000) (X12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노후공원 재조성 9,557,800 9,437,800 120,000

(X120,000) (X120,000)

단위 :

(일반회계)

시유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 2,326,000 2,206,000 120,000

(X120,000) (X120,000)

(100-401-01) 시설비 120,000

120,000,000원 = 120,000(X120,000)ㅇ 생태놀이터 조성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37,804,826 37,304,826 500,000

(X10,492,605) (X9,992,605) (X500,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37,634,011 37,134,011 500,000

(X10,492,605) (X9,992,605) (X500,000)

성과목표 : 37,634,011 37,134,011 500,000

(X10,492,605) (X9,992,605) (X5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생태계 보전사업 29,731,011 29,231,011 500,000

(X10,492,605) (X9,992,605) (X500,000)

단위 :

(일반회계)

북한산 산사길 탐방로 조성사업 1,000,000 500,000 500,000

(X500,000) (X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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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17



(100-401-01) 시설비 500,000

500,000,000원 = 500,000(X500,000)ㅇ 계단 및 배수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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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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