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5,687,170,480 16,624,46215,703,794,942

500 보조금 1,737,541,449 16,624,4621,754,165,911

510 국고보조금등 1,737,541,449 16,624,4621,754,165,911

511 국고보조금등 1,737,541,449 16,624,4621,754,165,911

01 국고보조금 1,612,915,312 9,038,8321,621,954,144

2,391,09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2,320,092ㅇ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320,092,000원

51,000ㅇ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51,000,000원

20,000ㅇ 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 20,000,000원

270,00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70,000ㅇ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270,000,000원

350,000< 정보화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

350,000ㅇ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 350,000,000원

1,893<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1,893ㅇ 양곡관리 1,893,000원

1,612,55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350,000ㅇ 용미리 제1묘지 단지 정비사업 350,000,000원

1,191,936ㅇ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1,191,936,000원

70,614ㅇ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 70,614,000원

154,318<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80,000ㅇ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80,000,000원

10,523ㅇ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0,523,000원

63,795ㅇ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63,795,000원

100,00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100,000ㅇ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100,000,000원

406<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

406ㅇ 시도가축방역 406,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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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210,000ㅇ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210,000,000원

370,000ㅇ 전동차회생전력 활용장치 설치 370,000,000원

4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100,000ㅇ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100,000,000원

300,000ㅇ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300,000,000원

1,05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1,050,000ㅇ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1,050,000,000원

63,20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48,200ㅇ 도서관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 지원 48,200,000원

15,000ㅇ 국립장애인도서관운영(장애인정보누리터) 15,000,000원

775,000<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75,000ㅇ 양재근린공원 저류시설 설치 75,000,000원

700,000ㅇ 국가하천유지보수 700,000,000원

1,101,373<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1,101,373ㅇ 사방댐 조성관리 1,101,373,000원

189,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

189,000ㅇ 피크전력 저감장치 설치 189,000,000원

0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687,024 2,450,74032,137,764

77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770ㅇ 의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770,000원

94,17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

94,170ㅇ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94,170,000원

2,355,8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2,355,800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355,800,000원

03 기금 94,939,113 5,134,890100,074,003

52,89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52,890ㅇ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52,890,000원

3,246,00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3,246,000ㅇ 금천실버센터 건립 3,246,000,000원

426,00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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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00ㅇ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426,000,000원

1,41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500,000ㅇ 도시관광 활성화 500,000,000원

110,000ㅇ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110,000,000원

800,000ㅇ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800,000,000원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174,000,000 401,0001,174,401,000

500 보조금 21,902,000 401,00022,303,000

510 국고보조금등 21,902,000 401,00022,303,000

511 국고보조금등 21,902,000 401,00022,303,000

01 국고보조금 13,151,000 401,00013,552,000

401,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401,000ㅇ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광진구) 401,000,000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1,256,500,000 2,000,0001,258,500,000

500 보조금 18,913,000 2,000,00020,913,000

510 국고보조금등 18,913,000 2,000,00020,913,000

511 국고보조금등 18,913,000 2,000,00020,913,000

0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338,000 2,000,0007,338,000

2,000,00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00,000ㅇ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2,00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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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1,542,553,247 1,539,839,265 2,713,982

(X420,647,176) (X417,933,194) (X2,713,98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부서 : 94,154,735 91,763,643 2,391,092

(X22,526,135) (X20,135,043) (X2,391,092)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92,716,650 90,325,558 2,391,092

(X22,526,135) (X20,135,043) (X2,391,092)

성과목표 : 92,716,650 90,325,558 2,391,092

(X22,526,135) (X20,135,043) (X2,391,092)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여성경제력 강화 28,899,228 26,579,136 2,320,092

(X6,251,292) (X3,931,200) (X2,320,092)

단위 :

(일반회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8,186,492 5,866,400 2,320,092

(X6,009,292) (X3,689,200) (X2,320,092)

(100-307-10) 사회복지보조 2,320,092

2,216,142,000원 = 2,216,142(X2,216,142)ㅇ 직업교육훈련

103,950,000원 = 103,950(X103,950)ㅇ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22,202,902 22,131,902 71,000

(X9,496,588) (X9,425,588) (X71,000)

단위 :

(일반회계)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1,403,209 1,352,209 51,000

(X627,104) (X576,104) (X51,00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51,000

51,000,000원 = 51,000(X51,000)ㅇ 쉼터운영

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 20,000 0 20,000

(X20,000) (X20,00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20,000

20,000,000원 = 20,000(X20,000)ㅇ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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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부서 : 21,960,233 21,690,233 270,000

(X5,310,730) (X5,040,730) (X270,000)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정책 : 21,906,859 21,636,859 270,000

(X5,310,730) (X5,040,730) (X270,000)

성과목표 : 21,906,859 21,636,859 270,000

(X5,310,730) (X5,040,730) (X27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9,650,286 9,380,286 270,000

(X270,000) (X270,000)

단위 :

(일반회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270,000 0 270,000

(X270,000) (X27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0,000

270,000,000원 = 270,000(X270,000)ㅇ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부서 : 184,194,119 184,141,229 52,890

(X25,649,908) (X25,597,018) (X52,89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83,855,911 183,803,021 52,890

(X25,649,908) (X25,597,018) (X52,890)

성과목표 : 183,855,911 183,803,021 52,890

(X25,649,908) (X25,597,018) (X52,89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39,251,885 39,198,995 52,890

(X3,945,185) (X3,892,295) (X52,890)

단위 :

(일반회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431,250 378,360 52,890

(X256,650) (X203,760) (X52,890)

(100-307-05) 민간위탁금 23,490

23,490,000원 = 23,490(X23,490)ㅇ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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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실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400

29,400,000원 = 29,400(X29,400)ㅇ 구립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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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가족정책실



정보화기획단 77,861,222 77,511,222 350,000

(X4,485,546) (X4,135,546) (X350,000)

정보화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부서 : 4,300,732 3,950,732 350,000

(X350,000) (X350,000)

유비쿼터스 기반 스마트 서울 전략 사업 추진정책 : 1,879,030 1,529,030 350,000

(X350,000) (X350,000)

성과목표 : 1,879,030 1,529,030 350,000

(X350,000) (X35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유비쿼터스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890,000 540,000 350,000

(X350,000) (X350,000)

단위 :

(일반회계)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 890,000 540,000 350,000

(X350,000) (X3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0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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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화기획단



경제진흥실 481,144,230 481,142,337 1,893

(X52,961,747) (X52,959,854) (X1,893)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부서 : 51,517,032 51,515,139 1,893

(X14,122,805) (X14,120,912) (X1,893)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48,985,102 48,983,209 1,893

(X14,068,430) (X14,066,537) (X1,893)

성과목표 : 48,985,102 48,983,209 1,893

(X14,068,430) (X14,066,537) (X1,893)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유통거래질서 확립 175,182 173,289 1,893

(X12,000) (X10,107) (X1,893)

단위 :

(일반회계)

양곡관리 12,000 10,107 1,893

(X12,000) (X10,107) (X1,893)

(100-201-01) 사무관리비 1,893

1,893,000원 = 1,893(X1,893)ㅇ 정부관리양곡 매출, 결산관련 각종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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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3,664,264,191 3,658,629,977 5,634,214

(X1,482,172,333) (X1,476,538,119) (X5,634,214)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798,428,487 793,569,937 4,858,550

(X451,822,149) (X446,963,599) (X4,858,55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798,108,029 793,249,479 4,858,550

(X451,822,149) (X446,963,599) (X4,858,550)

성과목표 : 798,108,029 793,249,479 4,858,550

(X451,822,149) (X446,963,599) (X4,858,55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치매어르신지원강화 103,579,469 99,141,533 4,437,936

(X6,755,542) (X2,317,606) (X4,437,936)

단위 :

(일반회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6,025,667 4,833,731 1,191,936

(X3,509,542) (X2,317,606) (X1,191,936)

(100-402-01) 민간자본보조 464,792

464,792,000원 = 464,792(X464,792)ㅇ 법인시설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548,884

548,884,000원 = 548,884(X548,884)ㅇ 시립시설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78,260

178,260,000원 = 178,260(X178,260)ㅇ 구립시설

금천실버센터 건립 3,246,000 0 3,246,000

(X3,246,000) (X3,246,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46,000

3,246,000,000원 = 3,246,000(X3,246,000)ㅇ 금천실버센터 건립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5,463,760 35,393,146 70,614

(X8,172,646) (X8,102,032) (X70,614)

단위 :

(일반회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5,317,133 15,246,519 70,614

(X70,614) (X70,614)

(100-307-01) 의료및구료비 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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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지건강실



70,614,000원 = 70,614(X70,614)ㅇ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27,597,915 27,247,915 350,000

(X2,366,455) (X2,016,455) (X350,000)

단위 :

(일반회계)

용미리 제1묘지 단지 정비사업 850,000 500,000 350,000

(X350,000) (X350,000)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350,000

17,500,000원 = 17,500(X17,500)ㅇ 실시설계용역

32,760,000원 = 32,760(X32,760)ㅇ 기존수목이식 및 제거

32,494,000원 = 32,494(X32,494)ㅇ 토목공사

164,433,000원 = 164,433(X164,433)ㅇ 시설 및 우,배수공사

96,733,000원 = 96,733(X96,733)ㅇ 식재공사

6,080,000원 = 6,080(X6,080)ㅇ 폐기물처리공사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부서 : 136,482,420 136,328,102 154,318

(X63,090,706) (X62,936,388) (X154,318)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43,637,969 43,557,969 80,000

(X3,018,218) (X2,938,218) (X80,000)

성과목표 : 43,637,969 43,557,969 80,000

(X3,018,218) (X2,938,218) (X8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3,536,543 23,456,543 80,000

(X2,968,218) (X2,888,218) (X80,000)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7,527,712 7,447,712 80,000

(X2,590,612) (X2,510,612) (X80,000)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80,000

80,000,000원 = 80,000(X80,000)ㅇ 은평의마을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92,812,924 92,738,606 74,318

(X60,072,488) (X59,998,170) (X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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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지건강실



성과목표 : 92,812,924 92,738,606 74,318

(X60,072,488) (X59,998,170) (X74,318)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92,812,924 92,738,606 74,318

(X60,072,488) (X59,998,170) (X74,318)

단위 :

(일반회계)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472,607 462,084 10,523

(X231,305) (X220,782) (X10,523)

(100-307-05) 민간위탁금 10,523

10,523,000원 = 10,523(X10,523)ㅇ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5,620,538 5,556,743 63,795

(X3,490,650) (X3,426,855) (X63,79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795

63,795,000원 = 63,795(X63,795)ㅇ 기관운영비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39,568,627 139,041,857 526,770

(X12,952,875) (X12,426,105) (X526,77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38,190,185 137,663,415 526,770

(X12,952,875) (X12,426,105) (X526,770)

성과목표 : 138,190,185 137,663,415 526,770

(X12,952,875) (X12,426,105) (X526,77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46,215,597 45,688,827 526,770

(X12,410,425) (X11,883,655) (X526,770)

단위 :

(일반회계)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5,765,000 5,339,000 426,000

(X5,765,000) (X5,339,000) (X426,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426,000

426,000,000원 = 426,000(X426,000)ㅇ 응급의료기관 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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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45,908 45,138 770

(X24,908) (X24,138) (X770)

(100-202-01) 국내여비 770

770,000원 = 770(X770)ㅇ 의약품검체수거 여비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100,000 0 100,000

(X100,000) (X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부서 : 13,987,213 13,892,637 94,576

(X692,953) (X598,377) (X94,576)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정책 : 11,982,654 11,888,078 94,576

(X692,953) (X598,377) (X94,576)

성과목표 : 11,982,654 11,888,078 94,576

(X692,953) (X598,377) (X94,576)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식·의약품 검사 강화 3,441,810 3,347,640 94,170

(X194,170) (X100,000) (X94,170)

단위 :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967,120 872,950 94,170

(X194,170) (X100,000) (X94,170)

(100-206-01) 재료비 94,170

94,170,000원 = 94,170(X94,170)ㅇ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시스템 구축 701,226 700,820 406

(X125,906) (X125,500) (X406)

단위 :

(일반회계)

시도가축방역 188,406 188,000 406

(X52,906) (X52,500) (X406)

(100-206-01) 재료비 406

406,000원 = 406(X406)ㅇ 축산물 시험검사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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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본부 2,543,987,340 2,543,586,340 401,000

(X42,457,000) (X42,056,000) (X401,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부서 : 58,207,316 57,806,316 401,000

(X5,252,000) (X4,851,000) (X401,000)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정책 : 58,135,586 57,734,586 401,000

(X5,252,000) (X4,851,000) (X401,000)

성과목표 : 58,135,586 57,734,586 401,000

(X5,252,000) (X4,851,000) (X401,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보행환경 개선사업 5,175,330 4,774,330 401,000

(X401,000) (X401,0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광진구) 401,000 0 401,000

(X401,000) (X401,000)

(202-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1,000

401,000,000원 = 401,000(X401,000)ㅇ 보행우선구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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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534,211,868 533,631,868 580,000

(X47,774,530) (X47,194,530) (X580,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부서 : 290,999,619 290,419,619 580,000

(X7,150,840) (X6,570,840) (X580,000)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정책 : 290,642,800 290,062,800 580,000

(X7,150,840) (X6,570,840) (X580,000)

성과목표 : 290,642,800 290,062,800 580,000

(X7,150,840) (X6,570,840) (X58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에너지이용 합리화 12,004,220 11,424,220 580,000

(X3,630,000) (X3,050,000) (X580,0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7,423,000 7,213,000 210,000

(X3,210,000) (X3,000,000) (X21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10,000

60,000,000원 = 60,000(X60,000)ㅇ 구청사 LED 조명 교체(성북구)

25,000,000원 = 25,000(X25,000)ㅇ 구청사 LED 조명 교체(양천구)

17,000,000원 = 17,000(X17,000)ㅇ 구청사 LED 조명 교체(강동구)

74,000,000원 = 74,000(X74,000)ㅇ 구청사 LED 조명 교체(중구)

34,000,000원 = 34,000(X34,000)ㅇ 구청사 LED 조명 교체(구로구)

전동차회생전력 활용장치 설치 370,000 0 370,000

(X370,000) (X370,000)

(100-404-02)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370,000

370,000,000원 = 370,000(X370,000)ㅇ 서울메트로 전동차 회생전력 활용장치 설치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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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디자인본부 533,811,595 530,888,395 2,923,200

(X73,192,867) (X70,269,667) (X2,923,200)

(채30,000,000) (채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30,884,214 30,484,214 400,000

(X10,744,330) (X10,344,330) (X400,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30,479,210 30,079,210 400,000

(X10,744,330) (X10,344,330) (X400,000)

성과목표 : 30,479,210 30,079,210 400,000

(X10,744,330) (X10,344,330) (X40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문화예술 육성·지원 21,097,050 20,997,050 100,000

(X9,650,000) (X9,550,000) (X100,000)

단위 :

(일반회계)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2,545,000 2,445,000 100,000

(X1,730,000) (X1,630,000) (X1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전통사찰 보수

문화예술교육지원 4,471,660 4,171,660 300,000

(X1,094,330) (X794,330) (X300,000)

단위 :

(일반회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870,000 570,000 300,000

(X554,000) (X254,000) (X30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300,000

300,000,000원 = 300,000(X300,000)ㅇ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부서 : 10,013,170 8,963,170 1,050,000

(X1,050,000) (X1,050,000)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정책 : 5,457,288 4,407,288 1,050,000

(X1,050,000) (X1,05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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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5,457,288 4,407,288 1,050,000

(X1,050,000) (X1,05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야간경관개선 4,769,400 3,719,400 1,050,000

(X1,050,000) (X1,050,000)

단위 :

(일반회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3,405,000 2,355,000 1,050,000

(X1,050,000) (X1,050,000)

(100-401-01) 시설비 1,050,000

1,050,000,000원 = 1,050,000(X1,050,000)ㅇ 주택가 빛환경 개선(강서구외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부서 : 24,150,802 22,740,802 1,410,000

(X4,814,000) (X3,404,000) (X1,410,00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 24,077,546 22,667,546 1,410,000

(X4,814,000) (X3,404,000) (X1,410,000)

성과목표 : 24,077,546 22,667,546 1,410,000

(X4,814,000) (X3,404,000) (X1,41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16,673,140 15,373,140 1,300,000

(X4,704,000) (X3,404,000) (X1,30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3,800,000 3,000,000 800,000

(X800,000) (X8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600,000,000원 = 600,000(X600,000)ㅇ 관광특구 환경개선

도시관광 활성화(국고보조) 500,000 0 500,000

(X500,000) (X5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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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 50,000(X50,000)ㅇ 도시관광 활성화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50,000

450,000,000원 = 450,000(X450,000)ㅇ 도시관광 활성화

만족스러운 관광인프라 구축 7,404,406 7,294,406 110,000

(X110,000) (X110,000)

단위 :

(일반회계)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110,000 0 110,000

(X110,000) (X11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0,000

110,000,000원 = 110,000(X110,000)ㅇ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부서 : 34,537,830 34,474,630 63,200

(X7,351,800) (X7,288,600) (X63,200)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34,417,724 34,354,524 63,200

(X7,351,800) (X7,288,600) (X63,200)

성과목표 : 34,417,724 34,354,524 63,200

(X7,351,800) (X7,288,600) (X63,2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도서관 육성지원 18,292,470 18,229,270 63,200

(X1,002,800) (X939,600) (X63,200)

단위 :

(일반회계)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서비스지원 48,200 0 48,200

(X48,200) (X48,2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200

5,700,000원 = 5,700(X5,700)ㅇ 강동구

4,000,000원 = 4,000(X4,000)ㅇ 관악구

4,600,000원 = 4,600(X4,600)ㅇ 광진구

2,000,000원 = 2,000(X2,000)ㅇ 마포구

7,500,000원 = 7,500(X7,500)ㅇ 성동구

7,000,000원 = 7,000(X7,000)ㅇ 성북구

2,900,000원 = 2,900(X2,900)ㅇ 송파구

7,000,000원 = 7,000(X7,000)ㅇ 양천구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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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원 = 3,500(X3,500)ㅇ 은평구

4,000,000원 = 4,000(X4,000)ㅇ 중구

국립장애인도서관운영(장애인정보누리터) 15,000 0 15,000

(X15,000) (X1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

15,000,000원 = 15,000(X15,000)ㅇ 양천구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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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실 1,781,081,171 1,780,306,171 775,000

(X48,746,465) (X47,971,465) (X775,000)

(채15,000,000) (채15,000,000)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부서 : 269,649,523 268,874,523 775,000

(X775,000) (X775,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181,440,228 180,665,228 775,000

(X775,000) (X775,000)

성과목표 : 181,440,228 180,665,228 775,000

(X775,000) (X775,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수방대책 사업 141,291,400 141,216,400 75,000

(X75,000) (X75,000)

단위 :

(일반회계)

양재근린공원 저류시설 설치 75,000 0 75,000

(X75,000) (X75,000)

(100-401-01) 시설비 75,000

75,000,000원 = 75,000(X75,000)ㅇ 설계비

하천복원 및 정비 40,148,828 39,448,828 700,000

(X700,000) (X700,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하천 유지보수 700,000 0 700,000

(X700,000) (X7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00

700,000,000원 = 700,000(X700,000)ㅇ 국가하천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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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380,865,178 375,219,005 5,646,173

(X29,710,006) (X24,063,833) (X5,646,17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56,087,758 53,731,958 2,355,800

(X3,168,800) (X813,000) (X2,355,8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55,756,291 53,400,491 2,355,800

(X3,168,800) (X813,000) (X2,355,800)

성과목표 : 55,756,291 53,400,491 2,355,800

(X3,168,800) (X813,000) (X2,355,8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24,355,369 21,999,569 2,355,800

(X3,168,800) (X813,000) (X2,355,800)

단위 :

(일반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355,800 0 2,355,800

(X2,355,800) (X2,355,8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355,800

1,304,800,000원 = 1,304,800(X1,304,800)ㅇ 구로구 궁동생태공원 조성사업

651,000,000원 = 651,000(X651,000)ㅇ 강동구 둔촌동 561-10~561-14 도로개설사업(확장)

400,000,000원 = 400,000(X400,000)ㅇ 강북구 인수천 교량설치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부서 : 142,914,753 140,914,753 2,000,000

(X2,000,000) (X2,000,000)

생활권 공원확충정책 : 142,854,451 140,854,451 2,000,000

(X2,000,000) (X2,000,000)

성과목표 : 142,854,451 140,854,451 2,000,000

(X2,000,000) (X2,00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도심공원 확충 52,401,994 50,401,994 2,000,000

(X2,000,000) (X2,000,000)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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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푸른도시국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6,640,000 4,640,000 2,000,000

(X2,000,000) (X2,000,000)

(205-401-01) 시설비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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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부서 : 31,330,487 30,229,114 1,101,373

(X14,085,439) (X12,984,066) (X1,101,373)

산림안전관리정책 : 31,295,150 30,193,777 1,101,373

(X14,085,439) (X12,984,066) (X1,101,373)

성과목표 : 31,295,150 30,193,777 1,101,373

(X14,085,439) (X12,984,066) (X1,101,373)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산림재해방지 31,200,218 30,098,845 1,101,373

(X14,085,439) (X12,984,066) (X1,101,373)

단위 :

(일반회계)

사방댐 조성관리 12,166,283 11,064,910 1,101,373

(X7,446,810) (X6,345,437) (X1,101,373)

(100-401-01) 시설비 1,101,373

1,101,373,000원 = 1,101,373(X1,101,373)ㅇ 사방댐조성관리

서울대공원 총무과부서 : 26,689,963 26,500,963 189,000

(X309,000) (X120,000) (X189,000)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정책 : 25,781,217 25,592,217 189,000

(X309,000) (X120,000) (X189,000)

성과목표 : 25,781,217 25,592,217 189,000

(X309,000) (X120,000) (X189,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시민만족도 향상 7,499,682 7,310,682 189,000

(X189,000) (X189,000)

단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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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전력 저감장치 설치 630,000 441,000 189,000

(X189,000) (X189,000)

(100-401-01) 시설비 189,000

189,000,000원 = 189,000(X189,000)ㅇ 피크전력 저감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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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푸른도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