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8,280,970,034 3,872,64218,284,842,676

500 보조금 2,874,937,040 3,872,6422,878,809,682

510 국고보조금등 2,874,937,040 3,872,6422,878,809,682

511 국고보조금등 2,874,937,040 3,872,6422,878,809,682

01 국고보조금 2,706,813,335 1,754,3262,708,567,661

71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717ㅇ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717,000원

23,50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23,505ㅇ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23,505,000원

140,000<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140,000ㅇ 지역공동체 일자리 140,000,000원

195,504<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136,367ㅇ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136,367,000원

59,137ㅇ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59,137,000원

10,20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10,200ㅇ 살처분 보상 10,200,000원

143,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143,000ㅇ 전통사찰보수·정비 지원 143,000,000원

421,400<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421,400ㅇ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421,400,000원

820,000<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

820,000ㅇ 국가하천유지보수 820,000,000원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863,718 219,97938,083,697

219,979<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7,639ㅇ 기본경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7,639,000원

155,014ㅇ 인력운영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155,014,000원

25,076ㅇ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25,076,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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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2,250ㅇ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32,250,000원

03 기금 130,259,987 1,898,337132,158,324

707,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707,000ㅇ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707,000,000원

65,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65,000ㅇ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65,000,000원

1,126,337<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1,126,337ㅇ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126,337,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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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실 2,031,721,572 2,030,925,350 796,222

(X618,443,003) (X617,646,781) (X796,22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82,762,544 82,055,544 707,000

(X20,054,755) (X19,347,755) (X707,000)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81,710,719 81,003,719 707,000

(X20,054,755) (X19,347,755) (X707,000)

성과목표 : 81,710,719 81,003,719 707,000

(X20,054,755) (X19,347,755) (X707,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26,467,418 25,760,418 707,000

(X11,704,560) (X10,997,560) (X707,000)

단위 :

(일반회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6,757,989 6,050,989 707,000

(X4,426,990) (X3,719,990) (X707,0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38,929

238,929,000원 = 238,929(X238,929)ㅇ 신규해바라기센터(삼육서울병원) 운영지원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468,071

468,071,000원 = 468,071(X468,071)ㅇ 신규해바라기센터(삼육서울병원) 설치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부서 : 1,718,353,917 1,718,353,200 717

(X554,774,708) (X554,773,991) (X717)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718,294,366 1,718,293,649 717

(X554,774,708) (X554,773,991) (X717)

성과목표 : 1,718,294,366 1,718,293,649 717

(X554,774,708) (X554,773,991) (X717)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보육시설 확충 105,758,712 105,757,995 717

(X14,823,842) (X14,823,125) (X717)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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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3-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3,186,174 3,185,457 717

(X883,842) (X883,125) (X717)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17

717,000원 = 717(X717)ㅇ 어린이집 증·개축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207,634,780 207,546,275 88,505

(X38,940,687) (X38,852,182) (X88,505)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63,335,517 63,247,012 88,505

(X15,890,666) (X15,802,161) (X88,505)

성과목표 : 63,335,517 63,247,012 88,505

(X15,890,666) (X15,802,161) (X88,505)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한부모 가족 지원 43,222,932 43,157,932 65,000

(X10,007,401) (X9,942,401) (X65,000)

단위 :

(일반회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65,000 0 65,000

(X65,000) (X6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000

65,000,000원 = 65,000(X65,000)ㅇ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저출산 대책 추진 13,366,373 13,342,868 23,505

(X5,471,935) (X5,448,430) (X23,505)

단위 :

(일반회계)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63,085 39,580 23,505

(X23,505) (X23,50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505

23,505,000원 = 23,505(X23,505)ㅇ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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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4-



경제진흥본부 423,692,316 423,552,316 140,000

(X50,384,268) (X50,244,268) (X140,000)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부서 : 110,730,191 110,590,191 140,000

(X8,954,000) (X8,814,000) (X140,000)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정책 : 84,464,138 84,324,138 140,000

(X4,460,000) (X4,320,000) (X140,000)

성과목표 : 84,464,138 84,324,138 140,000

(X4,460,000) (X4,320,000) (X14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사회적 일자리 제공 58,855,463 58,715,463 140,000

(X4,460,000) (X4,320,000) (X140,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공동체 일자리 4,714,000 4,574,000 140,000

(X3,188,000) (X3,048,000) (X14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0,000

140,000,000원 = 140,000(X140,000)ㅇ 마을공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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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진흥본부-5-



복지본부 4,536,553,085 4,536,357,581 195,504

(X2,290,378,368) (X2,290,182,864) (X195,504)

복지본부 자활지원과부서 : 110,409,216 110,213,712 195,504

(X47,634,313) (X47,438,809) (X195,504)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42,804,093 42,667,726 136,367

(X3,293,513) (X3,157,146) (X136,367)

성과목표 : 42,804,093 42,667,726 136,367

(X3,293,513) (X3,157,146) (X136,367)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노숙인 자활지원 20,997,704 20,861,337 136,367

(X229,367) (X93,000) (X136,367)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269,467 133,100 136,367

(X136,367) (X136,367)

(100-307-05) 민간위탁금 136,367

136,367,000원 = 136,367(X136,367)ㅇ 프로그램 운영비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67,299,023 67,239,886 59,137

(X44,340,800) (X44,281,663) (X59,137)

성과목표 : 67,299,023 67,239,886 59,137

(X44,340,800) (X44,281,663) (X59,137)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67,299,023 67,239,886 59,137

(X44,340,800) (X44,281,663) (X59,137)

단위 :

(일반회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654,562 6,595,425 59,137

(X4,188,087) (X4,128,950) (X59,13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137

59,137,000원 = 59,137(X59,137)ㅇ 지역자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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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본부-6-



시민건강국 371,118,846 369,762,330 1,356,516

(X96,663,462) (X95,306,946) (X1,356,516)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부서 : 78,893,314 77,766,977 1,126,337

(X35,719,054) (X34,592,717) (X1,126,337)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78,835,577 77,709,240 1,126,337

(X35,719,054) (X34,592,717) (X1,126,337)

성과목표 : 78,835,577 77,709,240 1,126,337

(X35,719,054) (X34,592,717) (X1,126,337)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건강생활 기반 조성 8,037,236 6,910,899 1,126,337

(X4,787,807) (X3,661,470) (X1,126,337)

단위 :

(일반회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999,647 873,310 1,126,337

(X1,999,647) (X873,310) (X1,126,337)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26,337

1,126,337,000원 = 1,126,337(X1,126,337)ㅇ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부서 : 7,244,861 7,082,208 162,653

(X3,439,498) (X3,276,845) (X162,653)

행정운영경비(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정책 : 417,859 255,206 162,653

(X325,287) (X162,634) (X162,653)

성과목표 : 417,859 255,206 162,653

(X325,287) (X162,634) (X162,653)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기본경비 107,849 100,210 7,639

(X15,277) (X7,638) (X7,639)

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15,277 7,638 7,639

(X15,277) (X7,638) (X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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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7-



(100-201-01) 사무관리비 7,639

7,639,000원 = 7,639(X7,639)ㅇ 인쇄물(매뉴얼 등) 제작 및 운영경비

인력운영비 310,010 154,996 155,014

(X310,010) (X154,996) (X155,014)

단위 :

(일반회계)

인력운영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310,010 154,996 155,014

(X310,010) (X154,996) (X155,014)

(100-101-01) 보수 155,014

155,014,000원 = 155,014(X155,014)ㅇ 기본급 등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부서 : 2,532,819 2,522,619 10,200

(X345,936) (X335,736) (X10,200)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정책 : 2,498,904 2,488,704 10,200

(X345,936) (X335,736) (X10,200)

성과목표 : 2,498,904 2,488,704 10,200

(X345,936) (X335,736) (X10,2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수의공중보건 강화 529,762 519,562 10,200

(X345,936) (X335,736) (X10,200)

단위 :

(일반회계)

살처분 보상 10,200 0 10,200

(X10,200) (X10,2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200

10,200,000원 = 10,200(X10,200)ㅇ 살처분 등 보상금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부서 : 14,901,719 14,844,393 57,326

(X863,995) (X806,669) (X57,326)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정책 : 12,873,993 12,816,667 57,326

(X863,995) (X806,669) (X57,326)

성과목표 : 12,873,993 12,816,667 57,326

(X863,995) (X806,669) (X5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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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8-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식·의약품 검사 강화 3,047,284 3,022,208 25,076

(X122,754) (X97,678) (X25,076)

단위 :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779,354 754,278 25,076

(X47,754) (X22,678) (X25,076)

(100-206-01) 재료비 25,076

25,076,000원 = 25,076(X25,076)ㅇ 시험검사재료비

감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 1,954,000 1,921,750 32,250

(X543,616) (X511,366) (X32,250)

단위 :

(일반회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893,300 861,050 32,250

(X64,500) (X32,250) (X32,250)

(100-206-01) 재료비 32,250

32,250,000원 = 32,250(X32,250)ㅇ 시험검사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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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9-



문화본부 279,348,101 279,205,101 143,000

(X58,491,895) (X58,348,895) (X143,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46,584,114 46,441,114 143,000

(X17,062,330) (X16,919,330) (X143,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45,660,380 45,517,380 143,000

(X17,062,330) (X16,919,330) (X143,000)

성과목표 : 45,660,380 45,517,380 143,000

(X17,062,330) (X16,919,330) (X143,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문화예술 육성·지원 30,603,170 30,460,170 143,000

(X12,833,000) (X12,690,000) (X143,000)

단위 :

(일반회계)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1,917,500 1,774,500 143,000

(X1,326,000) (X1,183,000) (X143,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3,000

143,000,000원 = 143,000(X143,000)ㅇ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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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10-



평생교육정책관 2,758,329,318 2,757,907,918 421,400

(X8,483,089) (X8,061,689) (X421,400)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부서 : 8,664,304 8,242,904 421,400

(X501,400) (X80,000) (X421,400)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정책 : 8,627,717 8,206,317 421,400

(X501,400) (X80,000) (X421,400)

성과목표 : 8,627,717 8,206,317 421,400

(X501,400) (X80,000) (X421,4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6,676,533 6,255,133 421,400

(X501,400) (X80,000) (X421,400)

단위 :

(일반회계)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2,350,336 1,928,936 421,400

(X501,400) (X80,000) (X421,4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1,4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평생학습도시조성(기존도시)

52,900,000원 = 52,900(X52,900)ㅇ 평생학습도시조성(일반도시)

318,500,000원 = 318,500(X318,500)ㅇ 행복학습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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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정책관-11-



도시안전본부 1,969,809,536 1,968,989,536 820,000

(X92,535,857) (X91,715,857) (X820,000)

(채20,000,000) (채20,000,000)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부서 : 237,011,168 236,191,168 820,000

(X18,964,000) (X18,144,000) (X820,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149,291,457 148,471,457 820,000

(X18,964,000) (X18,144,000) (X820,000)

성과목표 : 149,291,457 148,471,457 820,000

(X18,964,000) (X18,144,000) (X82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하천복원 및 정비 39,061,000 38,241,000 820,000

(X820,000) (X820,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하천 유지보수 820,000 0 820,000

(X820,000) (X820,000)

(100-401-01) 시설비 700,000

700,000,000원 = 700,000(X700,000)ㅇ 한강 유지보수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

120,000,000원 = 120,000(X120,000)ㅇ 중랑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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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안전본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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