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8,975,708,593 6,537,66918,982,246,262

500 보조금 2,949,469,406 6,537,6692,956,007,075

510 국고보조금등 2,949,469,406 6,537,6692,956,007,075

511 국고보조금등 2,949,469,406 6,537,6692,956,007,075

01 국고보조금 2,769,453,407 6,537,6692,775,991,076

1,411,21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44,173ㅇ 보육돌봄서비스 44,173,000원

1,367,040ㅇ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367,040,000원

569,47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569,471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69,471,000원

605,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10,000ㅇ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0,000,000원

595,000ㅇ 자연장지 조성사업 595,000,000원

162,03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30,000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30,000,000원

132,037ㅇ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132,037,000원

12,14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8,542ㅇ 결핵 관리 8,542,000원

3,600ㅇ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3,600,000원

264,80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264,806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264,806,000원

3,213,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3,213,000ㅇ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3,213,000,000원

300,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300,000ㅇ 국가하천 유지보수 300,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355,137,559 1,800,0001,356,937,559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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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보조금 153,169,883 1,800,000154,969,883

510 국고보조금등 153,169,883 1,800,000154,969,883

511 국고보조금등 153,169,883 1,800,000154,969,883

01 국고보조금 5,864,000 1,800,0007,664,000

1,800,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1,800,000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1,800,000,000원

20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7,000,000 16,400727,016,400

500 보조금 21,722,000 16,40021,738,400

510 국고보조금등 21,722,000 16,40021,738,400

511 국고보조금등 21,722,000 16,40021,738,400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16,40016,400

16,400<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16,400ㅇ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16,4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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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2,087,021,289 2,085,040,605 1,980,684

(X647,029,386) (X645,048,702) (X1,980,68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부서 : 1,766,638,839 1,765,227,626 1,411,213

(X580,084,881) (X578,673,668) (X1,411,213)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766,579,288 1,765,168,075 1,411,213

(X580,084,881) (X578,673,668) (X1,411,213)

성과목표 : 1,766,579,288 1,765,168,075 1,411,213

(X580,084,881) (X578,673,668) (X1,411,213)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646,895,034 1,645,483,821 1,411,213

(X561,017,795) (X559,606,582) (X1,411,213)

단위 :

(일반회계)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70,010,098 168,643,058 1,367,040

(X1,367,040) (X1,367,04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67,040

1,367,040,000원 = 1,367,040(X1,367,040)ㅇ 보육교직원 인건비(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보육돌봄서비스 153,356,207 153,312,034 44,173

(X53,740,139) (X53,695,966) (X44,173)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4,173

44,173,000원 = 44,173(X44,173)ㅇ 대체교사 인건비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212,671,328 212,101,857 569,471

(X41,205,739) (X40,636,268) (X569,471)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47,940,995 147,371,524 569,471

(X25,182,256) (X24,612,785) (X569,471)

성과목표 : 147,940,995 147,371,524 569,471

(X25,182,256) (X24,612,785) (X569,471)

성과지표 :  2014 20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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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3 -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47,940,995 147,371,524 569,471

(X25,182,256) (X24,612,785) (X569,471)

단위 :

(일반회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056,335 2,486,864 569,471

(X1,812,903) (X1,243,432) (X569,471)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528,366

528,366,000원 = 528,366(X528,366)ㅇ 민간아동시설 기능보강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41,105

41,105,000원 = 41,105(X41,105)ㅇ 시립아동시설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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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4 -



복지본부 4,658,217,113 4,657,612,113 605,000

(X2,335,248,196) (X2,334,643,196) (X605,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부서 : 1,515,436,845 1,514,831,845 605,000

(X1,052,588,851) (X1,051,983,851) (X605,00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513,728,940 1,513,123,940 605,000

(X1,052,588,851) (X1,051,983,851) (X605,000)

성과목표 : 1,513,728,940 1,513,123,940 605,000

(X1,052,588,851) (X1,051,983,851) (X605,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6,745,327 36,140,327 605,000

(X2,126,774) (X1,521,774) (X605,000)

단위 :

(일반회계)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94,894 84,894 10,000

(X94,894) (X84,894) (X1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장례 및 감염병관리 소요비용 설치·지원

자연장지 조성 595,000 0 595,000

(X595,000) (X595,000)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595,000

595,000,000원 = 595,000(X595,000)ㅇ 용미리 1묘지공원내 자연장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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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본부- 5 -



시민건강국 421,177,561 421,003,382 174,179

(X104,354,673) (X104,180,494) (X174,17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67,629,416 167,467,379 162,037

(X17,159,017) (X16,996,980) (X162,037)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67,331,346 167,169,309 162,037

(X17,159,017) (X16,996,980) (X162,037)

성과목표 : 167,331,346 167,169,309 162,037

(X17,159,017) (X16,996,980) (X162,037)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80,728,574 80,698,574 30,000

(X270,000) (X240,000) (X3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27,339,941 27,309,941 30,000

(X270,000) (X240,000) (X3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000원 = 30,000(X30,000)ㅇ 공공보건프로그램

정신보건 시설운영 47,470,617 47,338,580 132,037

(X4,508,602) (X4,376,565) (X132,037)

단위 :

(일반회계)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8,172,990 8,040,953 132,037

(X3,993,482) (X3,861,445) (X132,037)

(100-401-01) 시설비 132,037

132,037,000원 = 132,037(X132,037)ㅇ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증축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부서 : 106,535,066 106,522,924 12,142

(X44,841,741) (X44,829,599) (X12,142)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105,961,338 105,949,196 12,142

(X44,841,741) (X44,829,599) (X12,142)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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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105,961,338 105,949,196 12,142

(X44,841,741) (X44,829,599) (X12,142)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생활보건 예방관리 82,326,082 82,313,940 12,142

(X36,234,382) (X36,222,240) (X12,142)

단위 :

(일반회계)

결핵 관리 6,226,776 6,218,234 8,542

(X4,010,555) (X4,002,013) (X8,54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542

8,542,000원 = 8,542(X8,542)ㅇ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지원 등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12,600 9,000 3,600

(X12,600) (X9,000) (X3,6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00

3,600,000원 = 3,600(X3,600)ㅇ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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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 519,947,808 519,683,002 264,806

(X52,640,915) (X52,376,109) (X264,80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부서 : 8,001,763 7,736,957 264,806

(X1,182,095) (X917,289) (X264,806)

클린도시 조성정책 : 7,951,149 7,686,343 264,806

(X1,182,095) (X917,289) (X264,806)

성과목표 : 7,951,149 7,686,343 264,806

(X1,182,095) (X917,289) (X264,806)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704,675 2,439,869 264,806

(X532,095) (X267,289) (X264,806)

단위 :

(일반회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532,095 267,289 264,806

(X532,095) (X267,289) (X264,806)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64,806

264,806,000원 = 264,806(X264,806)ㅇ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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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8 -



관광체육국 253,605,887 250,392,887 3,213,000

(X21,612,223) (X18,399,223) (X3,213,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부서 : 22,220,500 19,007,500 3,213,000

(X3,796,000) (X583,000) (X3,213,00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 21,246,473 18,033,473 3,213,000

(X3,796,000) (X583,000) (X3,213,000)

성과목표 : 21,246,473 18,033,473 3,213,000

(X3,796,000) (X583,000) (X3,213,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13,829,973 10,616,973 3,213,000

(X3,796,000) (X583,000) (X3,213,000)

단위 :

(일반회계)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5,140,000 1,927,000 3,213,000

(X3,213,000) (X3,213,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13,000

3,213,000,000원 = 3,213,000(X3,213,000)ㅇ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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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9 -



주택건축국 1,040,316,365 1,038,516,365 1,800,000

(X153,699,883) (X151,899,883) (X1,800,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부서 : 692,319,635 690,519,635 1,800,000

(X95,032,183) (X93,232,183) (X1,800,000)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635,092,487 633,292,487 1,800,000

(X95,032,183) (X93,232,183) (X1,800,000)

성과목표 : 635,092,487 633,292,487 1,800,000

(X95,032,183) (X93,232,183) (X1,80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507,980,120 506,180,120 1,800,000

(X28,207,183) (X26,407,183) (X1,80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6,664,000 4,864,000 1,800,000

(X6,664,000) (X4,864,000) (X1,800,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800,000

1,800,000,000원 = 1,800,000(X1,800,000)ㅇ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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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국- 10 -



물순환안전국 989,762,264 989,445,864 316,400

(X60,566,757) (X60,250,357) (X316,4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부서 : 229,531,873 229,231,873 300,000

(X19,264,000) (X18,964,000) (X300,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141,812,162 141,512,162 300,000

(X19,264,000) (X18,964,000) (X300,000)

성과목표 : 141,812,162 141,512,162 300,000

(X19,264,000) (X18,964,000) (X30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하천복원 및 정비 38,361,000 38,061,000 300,000

(X1,120,000) (X820,000) (X300,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하천 유지보수 1,120,000 820,000 300,000

(X1,120,000) (X820,000) (X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300,000,000원 = 300,000(X300,000)ㅇ 안양천 유지보수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부서 : 63,762,090 63,745,690 16,400

(X16,400) (X16,400)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정책 : 51,228,300 51,211,900 16,400

(X16,400) (X16,400)

성과목표 : 51,228,300 51,211,900 16,400

(X16,400) (X16,4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51,228,300 51,211,900 16,400

(X16,400) (X16,400)

단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3,845,700 3,829,300 16,400

(X16,400) (X16,4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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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01-01) 시설비 16,400

16,400,000원 = 16,400(X16,400)ㅇ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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