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7,334,093,342 8,674,08817,342,767,430

500 보조금 2,412,931,449 8,674,0882,421,605,537

510 국고보조금등 2,412,931,449 8,674,0882,421,605,537

511 국고보조금등 2,412,931,449 8,674,0882,421,605,537

01 국고보조금 2,256,652,176 8,674,0882,265,326,264

212,088<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212,088ㅇ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12,088,000원

2,200,0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2,200,000ㅇ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200,000,000원

6,262,000<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2,862,000ㅇ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2,862,000,000원

3,400,000ㅇ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 3,400,000,000원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220,703,000 3,541,2001,224,244,200

500 보조금 12,556,000 3,541,20016,097,200

510 국고보조금등 12,556,000 3,541,20016,097,200

511 국고보조금등 12,556,000 3,541,20016,097,200

01 국고보조금 9,096,000 3,541,20012,637,200

3,333,2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3,333,200ㅇ 저상버스 도입 3,333,200,000원

208,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208,000ㅇ 장애인콜택시 운영 208,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298,561,704 6,696,9451,305,258,649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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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보조금 173,432,222 6,696,945180,129,167

510 국고보조금등 173,432,222 6,696,945180,129,167

511 국고보조금등 173,432,222 6,696,945180,129,167

03 기금 153,355,222 6,696,945160,052,167

6,696,945<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6,696,945ㅇ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6,696,945,000원

20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97,945,500 2,600,000700,545,500

500 보조금 13,386,000 2,600,00015,986,000

510 국고보조금등 13,386,000 2,600,00015,986,000

511 국고보조금등 13,386,000 2,600,00015,986,000

01 국고보조금 13,386,000 2,600,00015,986,000

2,600,000<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

2,600,000ㅇ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2,600,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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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본부 4,280,934,310 4,278,522,222 2,412,088

(X1,914,483,192) (X1,912,071,104) (X2,412,088)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159,638,280 159,426,192 212,088

(X8,783,755) (X8,571,667) (X212,088)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157,009,619 156,797,531 212,088

(X8,783,755) (X8,571,667) (X212,088)

성과목표 : 157,009,619 156,797,531 212,088

(X8,783,755) (X8,571,667) (X212,088)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7,904,153 7,692,065 212,088

(X3,617,956) (X3,405,868) (X212,088)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940,886 4,728,798 212,088

(X2,360,487) (X2,148,399) (X212,088)

(100-402-01) 민간자본보조 212,088

= 212,088ㅇ 기능보강비 추가(국고보조금 확보조건)

212,088,000원 = 212,088(X212,088)· 다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기숙사 건립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388,321,147 386,121,147 2,200,000

(X144,997,186) (X142,797,186) (X2,200,00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385,300,591 383,100,591 2,200,000

(X144,997,186) (X142,797,186) (X2,200,000)

성과목표 : 385,300,591 383,100,591 2,200,000

(X144,997,186) (X142,797,186) (X2,2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363,309,692 361,109,692 2,200,000

(X141,848,086) (X139,648,086) (X2,200,000)

단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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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37,306,240 135,106,240 2,200,000

(X69,754,660) (X67,554,660) (X2,2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0,000

2,200,000,000원 = 2,200,000(X2,200,000)ㅇ 중증장애인활동지원급여(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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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본부- 4 -



도시교통본부 2,468,366,580 2,464,825,380 3,541,200

(X61,843,200) (X58,302,000) (X3,541,2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부서 : 306,164,346 302,831,146 3,333,200

(X12,013,200) (X8,680,000) (X3,333,200)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정책 : 306,091,118 302,757,918 3,333,200

(X12,013,200) (X8,680,000) (X3,333,200)

성과목표 : 306,091,118 302,757,918 3,333,200

(X12,013,200) (X8,680,000) (X3,333,2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30,896,000 27,562,800 3,333,200

(X12,013,200) (X8,680,000) (X3,333,2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저상버스 도입 30,033,200 26,700,000 3,333,200

(X12,013,200) (X8,680,000) (X3,333,200)

(202-402-01) 민간자본보조 3,333,200

3,333,200,000원 = 3,333,200(X3,333,200)ㅇ 저상버스 도입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부서 : 51,415,274 51,207,274 208,000

(X2,760,000) (X2,552,000) (X208,000)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정책 : 51,342,680 51,134,680 208,000

(X2,760,000) (X2,552,000) (X208,000)

성과목표 : 51,342,680 51,134,680 208,000

(X2,760,000) (X2,552,000) (X208,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42,785,600 42,577,600 208,000

(X2,360,000) (X2,152,000) (X208,0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장애인콜택시 운영 33,730,200 33,522,200 208,000

(X528,000) (X320,000) (X2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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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본부- 5 -



(202-402-02) 민간대행사업비 208,000

208,000,000원 = 208,000(X208,000)ㅇ 민간대행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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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본부- 6 -



도시안전본부 1,798,391,553 1,789,529,553 8,862,000

(X95,641,068) (X86,779,068) (X8,862,000)

(채30,000,000) (채30,000,000)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부서 : 378,933,884 376,333,884 2,600,000

(X6,986,000) (X4,386,000) (X2,600,000)

하수시설 관리정책 : 308,541,401 305,941,401 2,600,000

(X6,986,000) (X4,386,000) (X2,600,000)

성과목표 : 308,541,401 305,941,401 2,600,000

(X6,986,000) (X4,386,000) (X2,6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하수관로 신설개량 113,737,500 111,137,500 2,600,000

(X6,986,000) (X4,386,000) (X2,600,000)

단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10,476,500 7,876,500 2,600,000

(X5,986,000) (X3,386,000) (X2,600,000)

(206-401-01) 시설비 2,600,000

2,600,000,000원 = 2,600,000(X2,600,000)ㅇ 시설비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부서 : 220,854,478 214,592,478 6,262,000

(X19,999,000) (X13,737,000) (X6,262,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141,226,183 134,964,183 6,262,000

(X19,999,000) (X13,737,000) (X6,262,000)

성과목표 : 141,226,183 134,964,183 6,262,000

(X19,999,000) (X13,737,000) (X6,262,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수방대책 사업 99,264,900 93,002,900 6,262,000

(X17,979,000) (X11,717,000) (X6,262,000)

단위 :

(일반회계)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 12,800,000 9,400,000 3,400,000

(X7,400,000) (X4,000,000) (X3,40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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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1-01) 시설비 3,400,000

3,400,000,000원 = 3,400,000(X3,400,000)ㅇ 공사비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17,500,000 14,638,000 2,862,000

(X10,000,000) (X7,138,000) (X2,862,000)

(100-401-01) 시설비 2,862,000

2,862,000,000원 = 2,862,000(X2,862,000)ㅇ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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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안전본부- 8 -



주택건축국 1,559,710,130 1,553,013,185 6,696,945

(X180,129,167) (X173,432,222) (X6,696,945)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부서 : 397,168,568 390,471,623 6,696,945

(X83,334,463) (X76,637,518) (X6,696,945)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397,101,970 390,405,025 6,696,945

(X83,334,463) (X76,637,518) (X6,696,945)

성과목표 : 397,101,970 390,405,025 6,696,945

(X83,334,463) (X76,637,518) (X6,696,945)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337,045,963 330,349,018 6,696,945

(X81,281,463) (X74,584,518) (X6,696,945)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69,777,249 63,080,304 6,696,945

(X35,517,249) (X28,820,304) (X6,696,945)

(204-404-02)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6,696,945

6,696,945,000원 = 6,696,945(X6,696,945)ㅇ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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