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8,257,800,000 1,639,50018,259,439,500

500 보조금 2,852,167,006 1,639,5002,853,806,506

510 국고보조금등 2,852,167,006 1,639,5002,853,806,506

511 국고보조금등 2,852,167,006 1,639,5002,853,806,506

01 국고보조금 2,698,022,927 885,5002,698,908,427

6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20,000ㅇ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공공주도형) 20,000,000원

40,000ㅇ 민관협력활성화시범사업(민간주도형) 40,000,000원

250,00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250,000ㅇ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250,000,000원

575,5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575,500ㅇ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575,500,000원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712,756 754,00035,466,756

754,00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598,000ㅇ 중랑천 녹색 문화벨트 조성 598,000,000원

156,000ㅇ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156,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340,600,000 1,453,9841,342,053,984

500 보조금 138,632,324 1,453,984140,086,308

510 국고보조금등 138,632,324 1,453,984140,086,308

511 국고보조금등 138,632,324 1,453,984140,086,308

03 기금 137,632,324 1,453,984139,086,308

1,453,984<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702,707ㅇ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702,707,000원

751,277ㅇ 국토부「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구축 R&D 사업 751,277,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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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618,165,266 617,411,266 754,000

(X754,000) (X754,00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부서 : 4,498,779 3,744,779 754,000

(X754,000) (X754,000)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정책 : 1,455,750 701,750 754,000

(X754,000) (X754,000)

성과목표 : 1,455,750 701,750 754,000

(X754,000) (X754,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1,355,750 601,750 754,000

(X754,000) (X754,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156,000 0 156,000

(X156,000) (X156,000)

(100-101-02) 기타직보수 59,000

59,000,000원 = 59,000(X59,000)ㅇ 연구원(지역발전사업 지원) 보수

(100-201-01) 사무관리비 33,000

33,000,000원 = 33,000(X33,000)ㅇ 지역발전사업 추진 운영비

(100-202-01) 국내여비 5,000

5,000,000원 = 5,000(X5,000)ㅇ 지역발전사업 추진 출장비

(100-207-01) 연구용역비 40,000

40,000,000원 = 40,000(X40,000)ㅇ 지역발전관련 조사, 연구비

(100-301-09) 행사실비보상금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협의회 위원 등에 지급하는 설비

(100-307-06) 보험금 5,000

5,000,000원 = 5,000(X5,000)ㅇ 연구원 4대 보험료

(100-307-07) 연금지급금 4,000

4,000,000원 = 4,000(X4,000)ㅇ 연구원 퇴직금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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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녹색 문화벨트 조성 598,000 0 598,000

(X598,000) (X598,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98,000

598,000,000원 = 598,000(X598,000)ㅇ 중랑천 저수호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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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3 -



복지건강본부 4,901,730,735 4,901,670,735 60,000

(X2,381,100,634) (X2,381,040,634) (X60,00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부서 : 2,164,673,739 2,164,613,739 60,000

(X919,877,961) (X919,817,961) (X6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776,275,984 1,776,215,984 60,000

(X919,877,961) (X919,817,961) (X60,000)

성과목표 : 1,776,275,984 1,776,215,984 60,000

(X919,877,961) (X919,817,961) (X6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44,896,538 144,836,538 60,000

(X9,624,750) (X9,564,750) (X60,000)

단위 :

(일반회계)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공공주도형) 20,000 0 20,000

(X20,000) (X2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

20,000,000원 = 20,000(X20,000)ㅇ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공공주도형)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40,000 0 40,000

(X40,000) (X4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0

40,000,000원 = 40,000(X40,000)ㅇ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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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본부- 4 -



기후환경본부 517,062,293 516,812,293 250,000

(X49,755,400) (X49,505,400) (X250,00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부서 : 7,469,668 7,219,668 250,000

(X650,000) (X400,000) (X250,000)

클린도시 조성정책 : 7,419,054 7,169,054 250,000

(X650,000) (X400,000) (X250,000)

성과목표 : 7,419,054 7,169,054 250,000

(X650,000) (X400,000) (X25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669,573 419,573 250,000

(X250,000) (X250,000)

단위 :

(일반회계)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500,000 250,000 250,000

(X250,000) (X250,000)

(100-401-01) 시설비 250,000

250,000,000원 = 250,000(X250,000)ㅇ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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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5 -



주택건축국 1,025,432,790 1,023,978,806 1,453,984

(X138,816,308) (X137,362,324) (X1,453,98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부서 : 329,049,409 327,595,425 1,453,984

(X53,148,125) (X51,694,141) (X1,453,984)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328,983,339 327,529,355 1,453,984

(X53,148,125) (X51,694,141) (X1,453,984)

성과목표 : 328,983,339 327,529,355 1,453,984

(X53,148,125) (X51,694,141) (X1,453,984)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266,601,818 265,147,834 1,453,984

(X53,148,125) (X51,694,141) (X1,453,984)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16,589,960 15,887,253 702,707

(X16,589,960) (X15,887,253) (X702,707)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702,707

702,707,000원 = 702,707(X702,707)ㅇ 국고보조금

국토부「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구축 R&D 사업 2,826,277 2,075,000 751,277

(X751,277) (X751,277)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51,277

751,277,000원 = 751,277(X751,277)ㅇ 제로에너지주택 자치단체 자본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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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국- 6 -



푸른도시국 358,524,559 357,949,059 575,500

(X26,698,269) (X26,122,769) (X575,5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62,578,305 62,002,805 575,500

(X575,500) (X575,5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62,253,336 61,677,836 575,500

(X575,500) (X575,500)

성과목표 : 62,253,336 61,677,836 575,500

(X575,500) (X575,5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20,869,768 20,294,268 575,500

(X575,500) (X575,500)

단위 :

(일반회계)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575,500 0 575,500

(X575,500) (X575,500)

(100-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80,000

480,000,000원 = 480,000(X480,000)ㅇ 사회복무요원(320명) 보수·교통비 지급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5,500

95,500,000원 = 95,500(X95,500)ㅇ 사회복무요원(64명) 보수·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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