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8,966,475,276 9,233,31718,975,708,593

500 보조금 2,940,236,089 9,233,3172,949,469,406

510 국고보조금등 2,940,236,089 9,233,3172,949,469,406

511 국고보조금등 2,940,236,089 9,233,3172,949,469,406

01 국고보조금 2,763,222,090 6,231,3172,769,453,407

7,95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6,543ㅇ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6,543,000원

1,410ㅇ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1,410,000원

13,8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7,896ㅇ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7,896,000원

5,916ㅇ 가족역량강화지원 5,916,000원

10,000<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10,000ㅇ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10,000,000원

167,180<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167,180ㅇ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67,180,000원

3,871,00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3,871,000ㅇ 긴급복지지원사업 3,871,000,000원

102,154<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78,338ㅇ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78,338,000원

23,816ㅇ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3,816,000원

81,246<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81,246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1,246,000원

780,000<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780,000ㅇ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780,000,000원

2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0,000ㅇ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설치 운영 20,000,000원

453,675<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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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0ㅇ 결핵 관리 35,300,000원

418,375ㅇ 보건소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418,375,000원

1,297<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1,297ㅇ 가축방역 1,297,000원

30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300,000ㅇ 구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 300,000,000원

14,000<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

14,000ㅇ 북한산성 보수,보존 14,000,000원

400,00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400,000ㅇ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400,000,000원

9,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9,000ㅇ 산림병해충 방제 9,000,000원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836,157 694,00039,530,157

42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420,000ㅇ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아차산 문화벨트) 지원 420,000,000원

274,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274,000ㅇ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아차산 문화벨트) 274,000,000원

03 기금 138,177,842 2,308,000140,485,842

261,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261,000ㅇ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보조) 261,000,000원

2,047,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2,047,000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047,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354,434,852 702,7071,355,137,559

500 보조금 152,467,176 702,707153,169,883

510 국고보조금등 152,467,176 702,707153,169,883

511 국고보조금등 152,467,176 702,707153,169,883

03 기금 146,603,176 702,707147,305,883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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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0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702,707ㅇ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702,707,000원

21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0,500,000 7,000,000137,500,000

500 보조금 38,086,000 7,000,00045,086,000

510 국고보조금등 38,086,000 7,000,00045,086,000

511 국고보조금등 38,086,000 7,000,00045,086,000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086,000 7,000,00045,086,000

7,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

7,000,000ㅇ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7,000,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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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2,085,040,605 2,085,018,840 21,765

(X645,048,702) (X645,026,937) (X21,76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84,540,791 84,532,838 7,953

(X21,065,913) (X21,057,960) (X7,953)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83,488,966 83,481,013 7,953

(X21,065,913) (X21,057,960) (X7,953)

성과목표 : 83,488,966 83,481,013 7,953

(X21,065,913) (X21,057,960) (X7,953)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27,189,011 27,181,058 7,953

(X12,045,794) (X12,037,841) (X7,953)

단위 :

(일반회계)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266,210 264,800 1,410

(X67,310) (X65,900) (X1,410)

(100-307-05) 민간위탁금 1,410

= 1,410ㅇ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학교 운영

1,410,000원 = 1,410(X1,410)  · 마포 자립학교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222,277 215,734 6,543

(X114,410) (X107,867) (X6,543)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543

6,543,000원 = 6,543(X6,543)ㅇ 현장기능강화사업 개별지원비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212,101,857 212,088,045 13,812

(X40,636,268) (X40,622,456) (X13,812)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63,587,339 63,573,527 13,812

(X16,023,483) (X16,009,671) (X13,812)

성과목표 : 63,587,339 63,573,527 13,812

(X16,023,483) (X16,009,671) (X13,812)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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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2014 20162015

한부모 가족 지원 43,466,858 43,460,942 5,916

(X10,132,322) (X10,126,406) (X5,916)

단위 :

(일반회계)

가족역량강화지원 324,166 318,250 5,916

(X209,916) (X204,000) (X5,91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16

5,916,000원 = 5,916(X5,916)ㅇ 가족역량강화지원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6,754,108 6,746,212 7,896

(X419,226) (X411,330) (X7,896)

단위 :

(일반회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2,204,086 2,196,190 7,896

(X359,226) (X351,330) (X7,89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96

7,896,000원 = 7,896(X7,896)ㅇ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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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574,094,082 573,916,902 177,180

(X60,419,832) (X60,242,652) (X177,180)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부서 : 4,458,066 4,448,066 10,000

(X10,000) (X10,000)

투자유치 활성화정책 : 4,401,510 4,391,510 10,000

(X10,000) (X10,000)

성과목표 : 4,401,510 4,391,510 10,000

(X10,000) (X1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4,401,510 4,391,510 10,000

(X10,000) (X10,000)

단위 :

(일반회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1,598,500 1,588,500 10,000

(X10,000) (X1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국내외 박람회 참가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부서 : 120,897,371 120,730,191 167,180

(X9,121,180) (X8,954,000) (X167,180)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정책 : 94,631,318 94,464,138 167,180

(X4,627,180) (X4,460,000) (X167,180)

성과목표 : 94,631,318 94,464,138 167,180

(X4,627,180) (X4,460,000) (X167,18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사회적 일자리 제공 69,022,643 68,855,463 167,180

(X4,627,180) (X4,460,000) (X167,180)

단위 :

(일반회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918,180 1,751,000 167,180

(X1,439,180) (X1,272,000) (X167,18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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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67,180

167,180,000원 = 167,180(X167,180)ㅇ 서울 고용인프라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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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진흥본부- 7 -



복지본부 4,657,612,113 4,652,777,713 4,834,400

(X2,334,643,196) (X2,329,808,796) (X4,834,40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부서 : 37,820,416 33,949,416 3,871,000

(X14,369,000) (X10,498,000) (X3,871,0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 35,021,717 31,150,717 3,871,000

(X14,369,000) (X10,498,000) (X3,871,000)

성과목표 : 35,021,717 31,150,717 3,871,000

(X14,369,000) (X10,498,000) (X3,871,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25,334,362 21,463,362 3,871,000

(X14,369,000) (X10,498,000) (X3,871,000)

단위 :

(일반회계)

긴급복지지원사업 24,183,752 20,312,752 3,871,000

(X14,369,000) (X10,498,000) (X3,871,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871,000

3,871,000,000원 = 3,871,000(X3,871,000)ㅇ 긴급복지지원사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부서 : 1,514,831,845 1,514,729,691 102,154

(X1,051,983,851) (X1,051,881,697) (X102,154)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513,123,940 1,513,021,786 102,154

(X1,051,983,851) (X1,051,881,697) (X102,154)

성과목표 : 1,513,123,940 1,513,021,786 102,154

(X1,051,983,851) (X1,051,881,697) (X102,154)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6,841,289 36,762,951 78,338

(X9,250,719) (X9,172,381) (X78,338)

단위 :

(일반회계)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5,576,232 15,497,894 78,338

(X8,795,513) (X8,717,175) (X7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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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38

78,338,000원 = 78,338(X78,338)ㅇ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6,140,327 36,116,511 23,816

(X1,521,774) (X1,497,958) (X23,816)

단위 :

(일반회계)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84,894 61,078 23,816

(X84,894) (X61,078) (X23,81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816

23,816,000원 = 23,816(X23,816)ㅇ 장례 및 감염병관리 소요비용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167,840,503 167,759,257 81,246

(X44,904,082) (X44,822,836) (X81,246)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167,463,677 167,382,431 81,246

(X44,904,082) (X44,822,836) (X81,246)

성과목표 : 167,463,677 167,382,431 81,246

(X44,904,082) (X44,822,836) (X81,246)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5,016,203 4,934,957 81,246

(X2,344,806) (X2,263,560) (X81,246)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286,330 1,205,084 81,246

(X673,288) (X592,042) (X81,246)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56,909

56,909,000원 = 56,909(X56,909)ㅇ 법인시설 기능보강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337

24,337,000원 = 24,337(X24,337)ㅇ 구립시설기능보강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473,904,192 473,124,192 780,000

(X184,956,276) (X184,176,276) (X780,00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469,467,152 468,687,152 780,000

(X184,956,276) (X184,176,276) (X78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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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469,467,152 468,687,152 780,000

(X184,956,276) (X184,176,276) (X78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14,200,791 13,420,791 780,000

(X1,768,044) (X988,044) (X780,000)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9,073,479 8,293,479 780,000

(X1,768,044) (X988,044) (X780,000)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780,000

= 780,000ㅇ 마포 어린이 재활병원

780,000,000원 = 780,000(X780,000)  · 장비보강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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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국 421,003,382 420,528,410 474,972

(X104,180,494) (X103,705,522) (X474,97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67,467,379 167,447,379 20,000

(X16,996,980) (X16,976,980) (X20,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67,169,309 167,149,309 20,000

(X16,996,980) (X16,976,980) (X20,000)

성과목표 : 167,169,309 167,149,309 20,000

(X16,996,980) (X16,976,980) (X2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정신보건 시설운영 47,338,580 47,318,580 20,000

(X4,376,565) (X4,356,565) (X20,000)

단위 :

(일반회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설치 운영 684,880 664,880 20,000

(X20,000) (X20,000)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

20,000,000원 = 20,000(X20,000)ㅇ 취업지원시설 설치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부서 : 106,522,924 106,069,249 453,675

(X44,829,599) (X44,375,924) (X453,675)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105,949,196 105,495,521 453,675

(X44,829,599) (X44,375,924) (X453,675)

성과목표 : 105,949,196 105,495,521 453,675

(X44,829,599) (X44,375,924) (X453,675)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11,554,515 11,136,140 418,375

(X3,904,848) (X3,486,473) (X418,375)

단위 :

(일반회계)

보건소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1,368,375 950,000 418,375

(X418,375) (X41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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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11 -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18,375

418,375,000원 = 418,375(X418,375)ㅇ 발열감지기 등 구매 지원

생활보건 예방관리 82,313,940 82,278,640 35,300

(X36,222,240) (X36,186,940) (X35,300)

단위 :

(일반회계)

결핵 관리 6,218,234 6,182,934 35,300

(X4,002,013) (X3,966,713) (X35,3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300

35,300,000원 = 35,300(X35,300)ㅇ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지원 등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부서 : 2,534,116 2,532,819 1,297

(X347,233) (X345,936) (X1,297)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정책 : 2,500,201 2,498,904 1,297

(X347,233) (X345,936) (X1,297)

성과목표 : 2,500,201 2,498,904 1,297

(X347,233) (X345,936) (X1,297)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수의공중보건 강화 531,059 529,762 1,297

(X347,233) (X345,936) (X1,297)

단위 :

(일반회계)

가축방역 498,359 497,062 1,297

(X337,033) (X335,736) (X1,297)

(100-206-01) 재료비 1,297

1,297,000원 = 1,297(X1,297)ㅇ 광견병예방약등 조달구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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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12 -



기후환경본부 519,683,002 519,383,002 300,000

(X52,376,109) (X52,076,109) (X30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부서 : 113,361,594 113,061,594 300,000

(X1,300,000) (X1,000,000) (X300,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정책 : 85,627,655 85,327,655 300,000

(X1,300,000) (X1,000,000) (X300,000)

성과목표 : 85,627,655 85,327,655 300,000

(X1,300,000) (X1,000,000) (X30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8,631,260 8,331,260 300,000

(X1,300,000) (X1,000,000) (X300,000)

단위 :

(일반회계)

구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 300,000 0 300,000

(X300,000) (X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300,000,000원 = 300,000(X300,000)ㅇ 구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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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13 -



문화본부 327,516,472 326,821,472 695,000

(X75,088,495) (X74,393,495) (X695,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63,374,914 63,113,914 261,000

(X19,551,530) (X19,290,530) (X261,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62,451,180 62,190,180 261,000

(X19,551,530) (X19,290,530) (X261,000)

성과목표 : 62,451,180 62,190,180 261,000

(X19,551,530) (X19,290,530) (X261,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10,559,000 10,298,000 261,000

(X3,199,000) (X2,938,000) (X261,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261,000 0 261,000

(X261,000) (X261,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1,000

261,000,000원 = 261,000(X261,000)ㅇ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부서 : 93,488,071 93,068,071 420,000

(X51,344,900) (X50,924,900) (X420,0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92,258,681 91,838,681 420,000

(X51,344,900) (X50,924,900) (X420,000)

성과목표 : 92,258,681 91,838,681 420,000

(X51,344,900) (X50,924,900) (X42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문화재 보존 복원 83,845,296 83,425,296 420,000

(X51,024,767) (X50,604,767) (X420,000)

단위 :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아차산 문화벨트) 지원 420,000 0 420,000

(X420,000) (X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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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14 -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20,000

420,000,000원 = 420,000(X420,000)ㅇ 아차산 복원 발굴 조사비 등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부서 : 5,437,026 5,423,026 14,000

(X1,514,000) (X1,500,000) (X14,000)

한양도성 보존 관리 활용정책 : 5,349,051 5,335,051 14,000

(X1,514,000) (X1,500,000) (X14,000)

성과목표 : 5,349,051 5,335,051 14,000

(X1,514,000) (X1,500,000) (X14,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한양도성 보존 정비 4,091,000 4,077,000 14,000

(X1,484,000) (X1,470,000) (X14,000)

단위 :

(일반회계)

북한산성 보수,보존 14,000 0 14,000

(X14,000) (X14,000)

(100-401-01) 시설비 14,000

14,000,000원 = 14,000(X14,000)ㅇ 북한산성 대남문,대성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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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15 -



관광체육국 250,392,887 248,345,887 2,047,000

(X18,399,223) (X16,352,223) (X2,047,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51,420,057 49,373,057 2,047,000

(X16,058,671) (X14,011,671) (X2,047,00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정책 : 51,420,057 49,373,057 2,047,000

(X16,058,671) (X14,011,671) (X2,047,000)

성과목표 : 51,420,057 49,373,057 2,047,000

(X16,058,671) (X14,011,671) (X2,047,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30,297,500 28,250,500 2,047,000

(X8,096,500) (X6,049,500) (X2,047,0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096,500 5,049,500 2,047,000

(X7,096,500) (X5,049,500) (X2,047,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47,000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중구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210,000,000원 = 210,000(X210,000)ㅇ 중구 회현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744,000,000원 = 744,000(X744,000)ㅇ 중구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시설 개보수

660,000,000원 = 660,000(X660,000)ㅇ 노원구 태릉체육관 리모델링

60,000,000원 = 60,000(X60,000)ㅇ 구로구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23,000,000원 = 23,000(X23,000)ㅇ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오수시설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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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16 -



도시재생본부 1,340,672,048 1,340,272,048 400,000

(X4,492,000) (X4,092,000) (X400,00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부서 : 2,055,959 1,655,959 400,000

(X1,222,000) (X822,000) (X400,000)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정책 : 1,888,213 1,488,213 400,000

(X1,222,000) (X822,000) (X400,000)

성과목표 : 1,888,213 1,488,213 400,000

(X1,222,000) (X822,000) (X40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도시재생연구 1,322,000 922,000 400,000

(X1,222,000) (X822,000) (X400,000)

단위 :

(일반회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222,000 822,000 400,000

(X1,222,000) (X822,000) (X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

123,000,000원 = 123,000(X123,000)ㅇ 성북구 : 천사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277,000,000원 = 277,000(X277,000)

ㅇ 구로구 : 구로디지털단지 도심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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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본부- 17 -



주택건축국 1,038,516,365 1,037,813,658 702,707

(X151,899,883) (X151,197,176) (X702,70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부서 : 330,250,258 329,547,551 702,707

(X58,667,700) (X57,964,993) (X702,707)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330,184,188 329,481,481 702,707

(X58,667,700) (X57,964,993) (X702,707)

성과목표 : 330,184,188 329,481,481 702,707

(X58,667,700) (X57,964,993) (X702,707)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272,121,393 271,418,686 702,707

(X58,667,700) (X57,964,993) (X702,707)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18,080,439 17,377,732 702,707

(X18,080,439) (X17,377,732) (X702,707)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7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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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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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국- 18 -



푸른도시국 366,230,563 365,947,563 283,000

(X29,140,809) (X28,857,809) (X283,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41,856,329 41,573,329 283,000

(X8,361,113) (X8,078,113) (X283,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41,755,198 41,472,198 283,000

(X8,361,113) (X8,078,113) (X283,000)

성과목표 : 41,755,198 41,472,198 283,000

(X8,361,113) (X8,078,113) (X283,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생태계 보전사업 29,928,198 29,645,198 283,000

(X7,861,113) (X7,578,113) (X283,000)

단위 :

(일반회계)

산림병해충 방제 2,153,967 2,144,967 9,000

(X1,532,280) (X1,523,280) (X9,000)

(100-206-01) 재료비 9,000

9,000,000원 = 9,000(X9,000)ㅇ 산림병해충방제 약재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아차산 문화벨트) 274,000 0 274,000

(X274,000) (X274,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74,000

274,000,000원 = 274,000(X274,000)ㅇ 등산로 정비, 안내판개선, 수목식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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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19 -



도시기반시설본부 774,033,660 767,033,660 7,000,000

(X98,894,000) (X91,894,000) (X7,000,000)

(채70,000,000) (채7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부서 : 774,033,660 767,033,660 7,000,000

(X98,894,000) (X91,894,000) (X7,000,000)

(채70,000,000) (채70,000,000)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정책 : 12,994,000 5,994,000 7,000,000

(X12,994,000) (X5,994,000) (X7,000,000)

성과목표 : 12,994,000 5,994,000 7,000,000

(X12,994,000) (X5,994,000) (X7,00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광역철도 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994,000 5,994,000 7,000,000

(X12,994,000) (X5,994,000) (X7,000,000)

단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7,000,000 0 7,000,000

(X7,000,000) (X7,000,000)

(210-401-01) 시설비 6,974,000

= 6,974,000ㅇ 설계비

5,650,000,000원 = 5,650,000(X5,650,000)·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1,324,000,000원 = 1,324,000(X1,324,000)· 설계감리비

(210-401-03) 시설부대비 26,000

= 26,000ㅇ 시설부대비

26,000,000원 = 26,000(X26,000)· 시설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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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시설본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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