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7,299,876,012 7,532,01517,307,408,027

300 지방교부세 121,032,254 6,172121,038,426

310 지방교부세 121,032,254 6,172121,038,426

311 지방교부세 121,032,254 6,172121,038,426

02 특별교부세 944,300 6,172950,472

6,172<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

6,172ㅇ 시도 행정정보화 6,172,000원

500 보조금 2,379,370,291 7,525,8432,386,896,134

510 국고보조금등 2,379,370,291 7,525,8432,386,896,134

511 국고보조금등 2,379,370,291 7,525,8432,386,896,134

01 국고보조금 2,232,125,469 6,769,8432,238,895,312

271,71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237,660ㅇ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37,660,000원

13,964ㅇ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3,964,000원

20,091ㅇ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091,000원

1,449,3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714,470ㅇ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714,470,000원

734,830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34,830,000원

20,781<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

20,781ㅇ 시도 행정정보화 20,781,000원

109,000<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4,000ㅇ 양곡관리 4,000,000원

105,000ㅇ 유기질비료 지원 105,000,000원

776,000<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776,000ㅇ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776,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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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3,320ㅇ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320,000원

1,070,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1,070,000ㅇ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1,070,000,000원

2,00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2,000,000ㅇ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2,000,000,000원

6,72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6,727ㅇ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지원 6,727,000원

1,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1,000,000ㅇ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1,000,000,000원

23,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23,000ㅇ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공원 공익근무요원) 23,000,000원

40,000<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40,000ㅇ 예방업무 추진 향상 40,000,000원

0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698,516 245,00039,943,516

245,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245,000ㅇ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45,000,000원

03 기금 107,546,306 511,000108,057,306

213,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35,000ㅇ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35,000,000원

28,000ㅇ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동사업 지원 28,000,000원

150,000ㅇ 2014 대학로거리공연축제 지원 150,000,000원

3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

30,000ㅇ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30,000,000원

268,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268,000ㅇ 도시관광 활성화(국고보조) 268,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268,942,572 1,373,1321,270,315,704

500 보조금 143,813,090 1,373,132145,186,222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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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국고보조금등 143,813,090 1,373,132145,186,222

511 국고보조금등 143,813,090 1,373,132145,186,222

03 기금 127,736,090 1,373,132129,109,222

1,373,13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1,268,214ㅇ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1,268,214,000원

104,918ㅇ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104,918,000원

20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9,124,662 29,56519,154,227

500 보조금 18,391,003 29,56518,420,568

510 국고보조금등 18,391,003 29,56518,420,568

511 국고보조금등 18,391,003 29,56518,420,568

01 국고보조금 8,000 △8,0000

△8,00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5,000ㅇ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000,000원

△3,000ㅇ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00,000원

03 기금 18,383,003 37,56518,420,568

37,565<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29,565ㅇ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9,565,000원

5,000ㅇ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000,000원

3,000ㅇ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00,000원

21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8,700,000 500,000149,200,000

500 보조금 45,072,000 500,00045,572,000

510 국고보조금등 45,072,000 500,00045,572,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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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국고보조금등 45,072,000 500,00045,572,000

01 국고보조금 300,000 500,000800,000

500,000<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500,000ㅇ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건설 500,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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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2,072,744,311 2,071,023,296 1,721,015

(X653,918,981) (X652,197,966) (X1,721,01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부서 : 98,091,212 97,819,497 271,715

(X24,963,147) (X24,691,432) (X271,715)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96,177,828 95,906,113 271,715

(X24,963,147) (X24,691,432) (X271,715)

성과목표 : 96,177,828 95,906,113 271,715

(X24,963,147) (X24,691,432) (X271,715)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여성경제력 강화 30,786,204 30,548,544 237,660

(X7,936,872) (X7,699,212) (X237,660)

단위 :

(일반회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0,439,772 10,202,112 237,660

(X7,728,472) (X7,490,812) (X237,66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237,660

36,000,000원 = 36,000(X36,000)ㅇ 새일여성인턴제

38,400,000원 = 38,400(X38,400)ㅇ 사후관리서비스

163,260,000원 = 163,260(X163,260)ㅇ 직업교육훈련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22,628,306 22,594,251 34,055

(X9,810,932) (X9,776,877) (X34,055)

단위 :

(일반회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780,257 2,766,293 13,964

(X1,267,803) (X1,253,839) (X13,964)

(100-307-10) 사회복지보조 11,689

11,689,000원 = 11,689(X11,689)ㅇ 비수급자 생계비

(100-402-01) 민간자본보조 2,275

2,275,000원 = 2,275(X2,275)ㅇ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지원(재계약임대보증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995,344 4,975,253 20,091

(X3,255,394) (X3,235,303) (X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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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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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7-10) 사회복지보조 20,091

20,091,000원 = 20,091(X20,091)ㅇ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부서 : 1,757,810,457 1,756,361,157 1,449,300

(X599,789,460) (X598,340,160) (X1,449,300)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757,754,260 1,756,304,960 1,449,300

(X599,789,460) (X598,340,160) (X1,449,300)

성과목표 : 1,757,754,260 1,756,304,960 1,449,300

(X599,789,460) (X598,340,160) (X1,449,3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보육시설 확충 93,218,565 91,769,265 1,449,300

(X12,142,494) (X10,693,194) (X1,449,300)

단위 :

(일반회계)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9,787,670 9,073,200 714,470

(X5,155,270) (X4,440,800) (X714,47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14,470

714,470,000원 = 714,470(X714,470)ㅇ 어린이집 증개축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5,917,224 75,182,394 734,830

(X6,987,224) (X6,252,394) (X734,83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34,830

734,830,000원 = 734,830(X734,830)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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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6



정보기획단 74,670,829 74,643,876 26,953

(X2,595,397) (X2,574,616) (X20,781)

(채20,000,000) (채20,000,000)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부서 : 7,955,865 7,928,912 26,953

(X402,044) (X381,263) (X20,781)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책 : 7,899,723 7,872,770 26,953

(X402,044) (X381,263) (X20,781)

성과목표 : 7,899,723 7,872,770 26,953

(X402,044) (X381,263) (X20,781)

성과지표 :  2013 20152014

행정정보화시스템 사업 6,592,871 6,565,918 26,953

(X402,044) (X381,263) (X20,781)

단위 :

(일반회계)

시도 행정정보화 682,948 655,995 26,953

(X134,650) (X113,869) (X20,781)

(100-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6,953

6,172,000원 = 6,172ㅇ 지방행정(시도·새올) 데이터개방체계 구축 사업

20,781,000원 = 20,781(X20,781)

ㅇ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시 설치분) 서버 증설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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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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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실 447,836,338 446,951,338 885,000

(X60,756,523) (X59,871,523) (X885,000)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부서 : 109,994,402 109,885,402 109,000

(X32,904,494) (X32,795,494) (X109,000)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107,465,095 107,356,095 109,000

(X32,824,750) (X32,715,750) (X109,000)

성과목표 : 107,465,095 107,356,095 109,000

(X32,824,750) (X32,715,750) (X109,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유통거래질서 확립 61,095 57,095 4,000

(X16,000) (X12,000) (X4,000)

단위 :

(일반회계)

양곡관리 16,000 12,000 4,000

(X16,000) (X12,000) (X4,000)

(100-201-01) 사무관리비 4,000

4,000,000원 = 4,000(X4,000)ㅇ 양곡매출 결산, 차량유지비 등 경비

도시농업육성 지원 5,045,000 4,940,000 105,000

(X512,750) (X407,750) (X105,000)

단위 :

(일반회계)

유기질비료 지원 409,500 304,500 105,000

(X308,000) (X203,000) (X10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000

105,000,000원 = 105,000(X105,000)ㅇ 유기질비료 지원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부서 : 91,509,603 90,733,603 776,000

(X4,414,009) (X3,638,009) (X776,000)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정책 : 91,345,730 90,569,730 776,000

(X4,414,009) (X3,638,009) (X7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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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진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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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91,345,730 90,569,730 776,000

(X4,414,009) (X3,638,009) (X776,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사회적 일자리 제공 66,136,976 65,360,976 776,000

(X4,414,009) (X3,638,009) (X776,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669,000 893,000 776,000

(X1,624,000) (X848,000) (X776,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776,000

776,000,000원 = 776,000(X776,000)ㅇ 수행기관 사업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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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진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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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실 4,277,218,638 4,277,215,318 3,320

(X1,910,767,520) (X1,910,764,200) (X3,32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159,376,997 159,373,677 3,320

(X8,522,472) (X8,519,152) (X3,320)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156,748,336 156,745,016 3,320

(X8,522,472) (X8,519,152) (X3,320)

성과목표 : 156,748,336 156,745,016 3,320

(X8,522,472) (X8,519,152) (X3,32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38,219,675 38,216,355 3,320

(X4,935,839) (X4,932,519) (X3,320)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657,431 654,111 3,320

(X62,570) (X59,250) (X3,320)

(100-307-05) 민간위탁금 3,320

3,320,000원 = 3,320(X3,320)ㅇ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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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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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 502,842,355 499,772,355 3,070,000

(X42,699,910) (X39,629,910) (X3,070,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부서 : 263,104,666 262,034,666 1,070,000

(X7,030,130) (X5,960,130) (X1,070,000)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정책 : 262,505,142 261,435,142 1,070,000

(X7,030,130) (X5,960,130) (X1,070,000)

성과목표 : 262,505,142 261,435,142 1,070,000

(X7,030,130) (X5,960,130) (X1,07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에너지이용 합리화 13,019,965 11,949,965 1,070,000

(X6,292,130) (X5,222,130) (X1,070,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070,000 0 1,070,000

(X1,070,000) (X1,070,000)

(100-401-01) 시설비 262,000

262,000,000원 = 262,000(X262,000)ㅇ LED 시설보조(정수센터)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08,000

808,000,000원 = 808,000(X808,000)ㅇ 자치구 LED 시설보조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부서 : 121,814,236 119,814,236 2,000,000

(X5,641,000) (X3,641,000) (X2,000,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정책 : 87,415,703 85,415,703 2,000,000

(X5,641,000) (X3,641,000) (X2,000,000)

성과목표 : 87,415,703 85,415,703 2,000,000

(X5,641,000) (X3,641,000) (X2,0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14,991,097 12,991,097 2,000,000

(X4,957,000) (X2,957,000) (X2,000,00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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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11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1,201,000 9,201,000 2,000,000

(X4,757,000) (X2,757,000) (X2,000,000)

(100-401-01) 시설비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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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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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506,952,038 505,434,311 1,517,727

(X92,647,832) (X91,130,105) (X1,517,727)

(채30,000,000) (채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39,459,188 39,246,188 213,000

(X16,041,330) (X15,828,330) (X213,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38,835,160 38,622,160 213,000

(X16,041,330) (X15,828,330) (X213,000)

성과목표 : 38,835,160 38,622,160 213,000

(X16,041,330) (X15,828,330) (X213,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문화예술 육성·지원 25,325,950 25,262,950 63,000

(X11,721,000) (X11,658,000) (X63,000)

단위 :

(일반회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10,354,000 10,319,000 35,000

(X6,711,000) (X6,676,000) (X35,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35,000

35,000,000원 = 35,000(X35,000)ㅇ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동사업 지원 28,000 0 28,000

(X28,000) (X28,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28,000

28,000,000원 = 28,000(X28,000)ㅇ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동사업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8,839,000 8,689,000 150,000

(X3,029,000) (X2,879,000) (X150,000)

단위 :

(일반회계)

2014 대학로거리공연축제 지원 150,000 0 150,000

(X150,000) (X15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150,000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2014 대학로거리공연축제 지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부서 : 83,903,050 83,896,323 6,727

(X45,491,121) (X45,484,394) (X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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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3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83,827,338 83,820,611 6,727

(X45,491,121) (X45,484,394) (X6,727)

성과목표 : 83,827,338 83,820,611 6,727

(X45,491,121) (X45,484,394) (X6,727)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전통문화 활성화 4,493,535 4,486,808 6,727

(X199,685) (X192,958) (X6,727)

단위 :

(일반회계)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지원 48,285 41,558 6,727

(X46,285) (X39,558) (X6,727)

(100-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98

198,000원 = 198(X198)ㅇ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29

6,529,000원 = 6,529(X6,529)ㅇ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부서 : 159,349,292 159,319,292 30,000

(X14,039,671) (X14,009,671) (X30,000)

(채30,000,000) (채30,000,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159,107,673 159,077,673 30,000

(X14,039,671) (X14,009,671) (X30,000)

(채30,000,000) (채30,000,000)

성과목표 : 159,107,673 159,077,673 30,000

(X14,039,671) (X14,009,671) (X30,000)

(채30,000,000) (채30,0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전문체육 육성 30,686,126 30,656,126 30,000

(X30,000) (X3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5,372,750 5,342,750 30,000

(X30,000) (X3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30,000

= 30,000ㅇ 생활체육사업

30,000,000원 = 30,000(X30,000)  ·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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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부서 : 16,871,577 15,603,577 1,268,000

(X1,787,000) (X519,000) (X1,268,00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 16,678,808 15,410,808 1,268,000

(X1,787,000) (X519,000) (X1,268,000)

성과목표 : 16,678,808 15,410,808 1,268,000

(X1,787,000) (X519,000) (X1,268,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8,816,828 7,548,828 1,268,000

(X1,616,000) (X348,000) (X1,268,000)

단위 :

(일반회계)

도시관광 활성화(국고보조) 268,000 0 268,000

(X268,000) (X268,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000

105,000,000원 = 105,000(X105,000)ㅇ 도시관광활성화 지원(성북, 서대문)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3,000

163,000,000원 = 163,000(X163,000)ㅇ 도시관광활성화 지원(성북, 서대문)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1,500,000 500,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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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1,000,000,000원 = 1,000,000(X1,000,000)ㅇ 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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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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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1,155,436,898 1,155,191,898 245,000

(X471,000) (X226,000) (X245,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부서 : 690,539,758 690,294,758 245,000

(X471,000) (X226,000) (X245,000)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정책 : 4,843,882 4,598,882 245,000

(X471,000) (X226,000) (X245,000)

성과목표 : 4,843,882 4,598,882 245,000

(X471,000) (X226,000) (X245,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도시발전연구 4,243,882 3,998,882 245,000

(X471,000) (X226,000) (X245,000)

단위 :

(일반회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471,000 226,000 245,000

(X471,000) (X226,000) (X24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5,000

245,000,000원 = 245,000(X245,000)ㅇ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용산구,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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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국

16



도시안전실 1,789,529,553 1,788,999,988 529,565

(X86,779,068) (X86,249,503) (X529,565)

(채30,000,000) (채30,000,000)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부서 : 474,062,787 473,562,787 500,000

(X40,572,000) (X40,072,000) (X500,000)

(채30,000,000) (채30,000,000)

도로 건설정책 : 471,775,920 471,275,920 500,000

(X40,572,000) (X40,072,000) (X500,000)

(채30,000,000) (채30,000,000)

성과목표 : 471,775,920 471,275,920 500,000

(X40,572,000) (X40,072,000) (X500,000)

(채30,000,000) (채30,0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광역도로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6,133,620 125,633,620 500,000

(X40,572,000) (X40,072,000) (X500,000)

(채30,000,000) (채30,000,000)
단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건설 500,000 0 500,000

(X500,000) (X500,000)

(210-401-01) 시설비 500,000

500,000,000원 = 500,000(X500,000)ㅇ 공사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부서 : 25,897,211 25,867,646 29,565

(X18,420,568) (X18,391,003) (X29,565)

깨끗한 물관리정책 : 20,545,250 20,515,685 29,565

(X13,494,653) (X13,465,088) (X29,565)

성과목표 : 20,545,250 20,515,685 29,565

(X13,494,653) (X13,465,088) (X29,565)

성과지표 :  2013 20152014

한강 수질개선 13,873,371 13,843,806 29,565

(X13,494,653) (X13,465,088) (X29,565)

단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65,000 565,000 0

(X565,000) (X5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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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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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02-01) 국내여비 0

-5,000,000원 = △5,000(X△5,000)ㅇ 친환경농장 출장여비

5,000,000원 = 5,000(X5,000)ㅇ 친환경농장 출장여비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43,000 143,000 0

(X143,000) (X143,000)

(209-202-01) 국내여비 0

-3,000,000원 = △3,000(X△3,000)ㅇ 친환경농장 출장여비

3,000,000원 = 3,000(X3,000)ㅇ 친환경농장 출장여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40,879 111,314 29,565

(X140,879) (X111,314) (X29,565)

(209-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565

29,565,000원 = 29,565(X29,565)ㅇ 광장동 오수중계펌프장 시설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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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안전실

18



주택정책실 1,524,767,185 1,523,394,053 1,373,132

(X145,186,222) (X143,813,090) (X1,373,13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부서 : 366,225,623 364,852,491 1,373,132

(X52,391,518) (X51,018,386) (X1,373,132)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366,159,025 364,785,893 1,373,132

(X52,391,518) (X51,018,386) (X1,373,132)

성과목표 : 366,159,025 364,785,893 1,373,132

(X52,391,518) (X51,018,386) (X1,373,132)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306,103,018 304,729,886 1,373,132

(X50,338,518) (X48,965,386) (X1,373,132)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158,189,214 156,921,000 1,268,214

(X1,889,214) (X621,000) (X1,268,214)

(204-404-02)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268,214

1,268,214,000원 = 1,268,214(X1,268,214)ㅇ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63,080,304 62,975,386 104,918

(X28,820,304) (X28,715,386) (X104,918)

(204-404-02)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04,918

104,918,000원 = 104,918(X104,918)ㅇ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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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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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313,948,828 313,925,828 23,000

(X29,013,023) (X28,990,023) (X23,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59,025,439 59,002,439 23,000

(X4,909,500) (X4,886,500) (X23,0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58,730,897 58,707,897 23,000

(X4,909,500) (X4,886,500) (X23,000)

성과목표 : 58,730,897 58,707,897 23,000

(X4,909,500) (X4,886,500) (X23,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30,473,041 30,450,041 23,000

(X4,909,500) (X4,886,500) (X23,000)

단위 :

(일반회계)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공원 공익근무요원) 735,500 712,500 23,000

(X735,500) (X712,500) (X23,000)

(100-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3,000

23,000,000원 = 23,000(X23,000)ㅇ 공익근무요원(263명) 보수·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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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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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138,115,792 138,075,792 40,000

(X3,409,440) (X3,369,440) (X40,000)

소방재난본부 예방과부서 : 1,582,404 1,542,404 40,000

(X75,591) (X35,591) (X40,000)

소방행정업무의 과학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정책 : 1,582,404 1,542,404 40,000

(X75,591) (X35,591) (X40,000)

성과목표 : 1,582,404 1,542,404 40,000

(X75,591) (X35,591) (X4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 1,582,404 1,542,404 40,000

(X75,591) (X35,591) (X40,000)

단위 :

(일반회계)

예방업무 추진 향상 1,117,567 1,077,567 40,000

(X40,000) (X4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40,000

40,000,000원 = 40,000(X40,000)ㅇ 화재피해저감 우수소방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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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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