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7,317,123,242 16,970,10017,334,093,342

300 지방교부세 121,038,426 650,000121,688,426

310 지방교부세 121,038,426 650,000121,688,426

311 지방교부세 121,038,426 650,000121,688,426

02 특별교부세 950,472 650,0001,600,472

650,00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650,000ㅇ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지원 650,000,000원

500 보조금 2,396,611,349 16,320,1002,412,931,449

510 국고보조금등 2,396,611,349 16,320,1002,412,931,449

511 국고보조금등 2,396,611,349 16,320,1002,412,931,449

01 국고보조금 2,246,456,436 10,195,7402,256,652,176

7,587,22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5,117,000ㅇ 영유아 보육료 5,117,000,000원

2,470,220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470,220,000원

2,000,00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2,000,000ㅇ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2,000,000,000원

378,00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378,000ㅇ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378,000,000원

75,32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75,320ㅇ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75,320,000원

1,200<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1,200ㅇ 살처분 보상 1,200,000원

154,000<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105,000ㅇ 그린카 보급 105,000,000원

49,000ㅇ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9,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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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643,516 64,00041,707,516

64,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64,000ㅇ 근교산 자락길 조성 64,000,000원

03 기금 108,511,397 6,060,360114,571,757

155,36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155,360ㅇ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155,360,000원

96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40,000ㅇ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40,000,000원

840,000ㅇ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지원 840,000,000원

80,000ㅇ 도시관광 활성화 80,000,000원

391,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 >

391,000ㅇ 만화박물관 건립 및 만화의 거리 조성 391,000,000원

4,554,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3,354,000ㅇ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3,354,000,000원

1,200,000ㅇ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1,200,000,000원

2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14,500,000 120,0001,114,620,000

500 보조금 139,844,000 120,000139,964,000

510 국고보조금등 139,844,000 120,000139,964,000

511 국고보조금등 139,844,000 120,000139,964,000

01 국고보조금 139,844,000 120,000139,964,000

12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20,000ㅇ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120,000,000원

302 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0,000 2,000791,002,000

500 보조금 20,000 2,00022,000

510 국고보조금등 20,000 2,00022,0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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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국고보조금등 20,000 2,00022,000

01 국고보조금 20,000 2,00022,000

2,000<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2,000ㅇ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2,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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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735,456,566 734,806,566 650,000

(X166,000) (X166,00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부서 : 2,859,147 2,209,147 650,000

시정평가 기능 강화정책 : 2,785,245 2,135,245 650,000

성과목표 : 2,785,245 2,135,245 65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성과지향의 평가 2,267,080 1,617,080 650,000단위 :

(일반회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지원 1,110,000 460,000 650,000

(100-308-04) 재정보전금 650,000

650,000,000원 = 650,000ㅇ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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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4 -



여성가족정책실 2,085,100,764 2,077,513,544 7,587,220

(X666,275,434) (X658,688,214) (X7,587,22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부서 : 1,770,090,788 1,762,503,568 7,587,220

(X612,069,791) (X604,482,571) (X7,587,220)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770,034,591 1,762,447,371 7,587,220

(X612,069,791) (X604,482,571) (X7,587,220)

성과목표 : 1,770,034,591 1,762,447,371 7,587,220

(X612,069,791) (X604,482,571) (X7,587,22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330,374,220 1,325,257,220 5,117,000

(X415,636,963) (X410,519,963) (X5,117,000)

단위 :

(일반회계)

영유아 보육료(보조) 892,234,828 887,117,828 5,117,000

(X352,956,000) (X347,839,000) (X5,117,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17,000

5,117,000,000원 = 5,117,000(X5,117,000)ㅇ 영유아 보육료

보육시설 확충 98,774,745 96,304,525 2,470,220

(X17,698,674) (X15,228,454) (X2,470,220)

단위 :

(일반회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1,473,404 79,003,184 2,470,220

(X12,543,404) (X10,073,184) (X2,470,22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70,220

2,470,220,000원 = 2,470,220(X2,470,220)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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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5 -



경제진흥본부 449,838,751 447,838,751 2,000,000

(X62,758,936) (X60,758,936) (X2,000,00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부서 : 78,476,985 76,476,985 2,000,000

(X6,000,000) (X4,000,000) (X2,000,000)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정책 : 78,170,368 76,170,368 2,000,000

(X6,000,000) (X4,000,000) (X2,000,000)

성과목표 : 78,170,368 76,170,368 2,000,000

(X6,000,000) (X4,000,000) (X2,0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35,472,859 33,472,859 2,000,000

(X6,000,000) (X4,000,000) (X2,000,000)

단위 :

(일반회계)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2,760,000 76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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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1-01) 시설비 2,000,000

2,000,000,000원 = 2,000,000(X2,000,000)ㅇ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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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진흥본부- 6 -



복지건강본부 4,278,522,222 4,277,912,342 609,880

(X1,912,071,104) (X1,911,461,224) (X609,88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1,175,345,475 1,174,967,475 378,000

(X756,733,815) (X756,355,815) (X378,00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174,947,655 1,174,569,655 378,000

(X756,733,815) (X756,355,815) (X378,000)

성과목표 : 1,174,947,655 1,174,569,655 378,000

(X756,733,815) (X756,355,815) (X378,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5,528,062 35,150,062 378,000

(X9,767,923) (X9,389,923) (X378,000)

단위 :

(일반회계)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15,547,534 15,169,534 378,000

(X9,305,260) (X8,927,260) (X378,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8,000

378,000,000원 = 378,000(X378,000)ㅇ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386,121,147 386,045,827 75,320

(X142,797,186) (X142,721,866) (X75,32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383,100,591 383,025,271 75,320

(X142,797,186) (X142,721,866) (X75,320)

성과목표 : 383,100,591 383,025,271 75,320

(X142,797,186) (X142,721,866) (X75,32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361,109,692 361,034,372 75,320

(X139,648,086) (X139,572,766) (X75,320)

단위 :

(일반회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4,265,320 14,190,000 75,320

(X7,170,320) (X7,095,000) (X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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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본부- 7 -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320

75,320,000원 = 75,320(X75,320)ㅇ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16,449,269 116,293,909 155,360

(X10,976,321) (X10,820,961) (X155,36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16,232,460 116,077,100 155,360

(X10,976,321) (X10,820,961) (X155,360)

성과목표 : 116,232,460 116,077,100 155,360

(X10,976,321) (X10,820,961) (X155,36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22,768,003 22,612,643 155,360

(X9,433,777) (X9,278,417) (X155,360)

단위 :

(일반회계)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6,612,360 6,457,000 155,360

(X6,612,360) (X6,457,000) (X155,360)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155,360

155,360,000원 = 155,360(X155,360)ㅇ 응급의료기관 지원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부서 : 1,859,771 1,858,571 1,200

(X332,143) (X330,943) (X1,200)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정책 : 1,831,023 1,829,823 1,200

(X332,143) (X330,943) (X1,200)

성과목표 : 1,831,023 1,829,823 1,200

(X332,143) (X330,943) (X1,2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수의공중보건 강화 511,901 510,701 1,200

(X332,143) (X330,943) (X1,200)

단위 :

(일반회계)

살처분 보상 7,200 6,000 1,200

(X7,200) (X6,000) (X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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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본부- 8 -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0

1,200,000원 = 1,200(X1,200)ㅇ 살처분 등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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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본부- 9 -



도시교통본부 2,464,825,380 2,464,705,380 120,000

(X58,302,000) (X58,182,000) (X12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부서 : 1,477,414,821 1,477,294,821 120,000

(X45,817,000) (X45,697,000) (X120,000)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정책 : 205,842,280 205,722,280 120,000

(X30,976,000) (X30,856,000) (X120,000)

성과목표 : 205,842,280 205,722,280 120,000

(X30,976,000) (X30,856,000) (X12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도시철도특) 182,459,000 182,339,000 120,000

(X30,905,000) (X30,785,000) (X120,000)

단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공기질 개선 120,000 0 120,000

(X120,000) (X120,000)

(201-404-02)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20,000

120,000,000원 = 120,000(X120,000)ㅇ 지하철 공기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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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본부- 10 -



기후환경본부 504,905,456 504,751,456 154,000

(X44,763,011) (X44,609,011) (X154,000)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부서 : 59,291,986 59,137,986 154,000

(X27,780,401) (X27,626,401) (X154,000)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및 오염물질 저감정책 : 54,116,605 53,962,605 154,000

(X27,780,401) (X27,626,401) (X154,000)

성과목표 : 54,116,605 53,962,605 154,000

(X27,780,401) (X27,626,401) (X154,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친환경차량 보급 20,864,839 20,710,839 154,000

(X10,688,000) (X10,534,000) (X154,000)

단위 :

(일반회계)

그린카 보급 6,639,500 6,534,500 105,000

(X4,235,000) (X4,130,000) (X105,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105,000

105,000,000원 = 105,000(X105,000)ㅇ 전기승용차 7대 추가 보금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385,165 2,336,165 49,000

(X1,953,000) (X1,904,000) (X49,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49,000

49,000,000원 = 49,000(X49,000)ㅇ 완속충전기 7기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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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11 -



문화체육관광본부 514,557,038 508,652,038 5,905,000

(X100,252,832) (X94,347,832) (X5,905,000)

(채30,000,000) (채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부서 : 23,063,815 22,672,815 391,000

(X391,000) (X391,000)

문화산업 육성지원정책 : 22,993,101 22,602,101 391,000

(X391,000) (X391,000)

성과목표 : 22,993,101 22,602,101 391,000

(X391,000) (X391,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문화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지원 9,028,077 8,637,077 391,000

(X391,000) (X391,000)

단위 :

(일반회계)

만화박물관 건립 및 만화의 거리 조성 1,501,700 1,110,700 391,000

(X391,000) (X391,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91,000

391,000,000원 = 391,000(X391,000)ㅇ 만화박물관 추가조성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부서 : 17,831,577 16,871,577 960,000

(X2,747,000) (X1,787,000) (X960,00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 17,638,808 16,678,808 960,000

(X2,747,000) (X1,787,000) (X960,000)

성과목표 : 17,638,808 16,678,808 960,000

(X2,747,000) (X1,787,000) (X96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9,776,828 8,816,828 960,000

(X2,576,000) (X1,616,000) (X96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925,000 885,000 40,000

(X100,000) (X60,000) (X4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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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0

40,000,000원 = 40,000(X40,000)ㅇ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도시관광 활성화(국고보조) 348,000 268,000 80,000

(X348,000) (X268,000) (X8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

7,000,000원 = 7,000(X7,000)ㅇ 가이드북 제작 및 스탬프투어 등(강남구)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3,000

73,000,000원 = 73,000(X73,000)ㅇ 키오스크 및 조형물 설치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지원 1,540,000 700,000 840,000

(X840,000) (X840,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840,000

840,000,000원 = 840,000(X840,000)ㅇ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지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부서 : 25,626,208 21,072,208 4,554,000

(X4,854,000) (X300,000) (X4,554,000)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정책 : 25,040,035 20,486,035 4,554,000

(X4,854,000) (X300,000) (X4,554,000)

성과목표 : 25,040,035 20,486,035 4,554,000

(X4,854,000) (X300,000) (X4,554,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15,754,968 11,200,968 4,554,000

(X4,854,000) (X300,000) (X4,554,000)

단위 :

(일반회계)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11,258,000 7,904,000 3,354,000

(X3,504,000) (X150,000) (X3,354,000)

(100-401-01) 시설비 3,354,000

2,117,000,000원 = 2,117,000(X2,117,000)ㅇ 잠실주경기장 시설개보수

844,000,000원 = 844,000(X844,000)ㅇ 잠실야구장 시설개보수

329,000,000원 = 329,000(X329,000)ㅇ 잠실실내체육관 시설개보수

64,000,000원 = 64,000(X64,000)ㅇ 잠실제1수영장 시설개보수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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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4,435,000 3,235,000 1,200,000

(X1,350,000) (X150,000) (X1,200,000)

(100-401-01) 시설비 1,200,000

450,000,000원 = 450,000(X450,000)ㅇ 목동주경기장 시설개보수

550,000,000원 = 550,000(X550,000)ㅇ 목동야구장 시설개보수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목동빙상장 시설개보수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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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314,632,828 314,568,828 64,000

(X29,697,023) (X29,633,023) (X64,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37,868,826 37,804,826 64,000

(X10,556,605) (X10,492,605) (X64,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37,698,011 37,634,011 64,000

(X10,556,605) (X10,492,605) (X64,000)

성과목표 : 37,698,011 37,634,011 64,000

(X10,556,605) (X10,492,605) (X64,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생태계 보전사업 29,795,011 29,731,011 64,000

(X10,556,605) (X10,492,605) (X64,000)

단위 :

(일반회계)

근교산 자락길 조성 6,906,000 6,842,000 64,000

(X1,714,000) (X1,650,000) (X64,000)

(100-401-01) 시설비 64,000

64,000,000원 = 64,000(X64,000)ㅇ 자락길 조성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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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791,002,000 791,000,000 2,000

(X22,000) (X20,000) (X2,000)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부서 : 791,002,000 791,000,000 2,000

(X22,000) (X20,000) (X2,000)

안정된 아리수 공급체계 구축정책 : 153,587,546 153,585,546 2,000

(X22,000) (X20,000) (X2,000)

성과목표 : 153,587,546 153,585,546 2,000

(X22,000) (X20,000) (X2,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옥내급수설비 관리개선 12,247,245 12,245,245 2,000

(X22,000) (X20,000) (X2,000)

단위 :

(수도사업특별회계)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11,047,245 11,045,245 2,000

(X22,000) (X20,000) (X2,000)

(302-201-02) 공공운영비 2,000

2,000,000원 = 2,000(X2,000)ㅇ 노후 옥내배관 교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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