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5,703,794,942 9,675,50115,713,470,443

300 지방교부세 120,000,000 605,067120,605,067

310 지방교부세 120,000,000 605,067120,605,067

311 지방교부세 120,000,000 605,067120,605,067

02 특별교부세 0 605,067605,067

605,067<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605,067ㅇ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605,067,000원

500 보조금 1,754,165,911 9,070,4341,763,236,345

510 국고보조금등 1,754,165,911 9,070,4341,763,236,345

511 국고보조금등 1,754,165,911 9,070,4341,763,236,345

01 국고보조금 1,621,954,144 8,938,1671,630,892,311

34,000<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

34,000ㅇ 201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34,000,000원

112,65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112,650ㅇ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2,650,000원

3,067<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3,000ㅇ 살처분보상 3,000,000원

67ㅇ 가축방역 67,000원

469,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469,000ㅇ 영등포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469,000,000원

3,816,7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3,816,700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외 6개사업 3,816,700,000원

3,5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

3,500,000ㅇ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 3,500,000,000원

1,000,00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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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ㅇ 은평구 시청각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조성 1,000,000,000원

2,750<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

2,750ㅇ 수질오염원 관리 2,750,000원

03 기금 100,074,003 132,267100,206,270

9,267<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9,267ㅇ 보건지소 확충지원 9,267,000원

95,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10,000ㅇ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코스 개발, 운영 10,000,000원

85,000ㅇ 이야기가 있는 문화상태탐방로 사업 85,000,000원

28,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 >

28,000ㅇ 서울시 대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28,000,000원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174,401,000 6,021,0001,180,422,000

500 보조금 22,303,000 6,021,00028,324,000

510 국고보조금등 22,303,000 6,021,00028,324,000

511 국고보조금등 22,303,000 6,021,00028,324,000

0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751,000 6,021,00014,772,000

6,021,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

6,021,000ㅇ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6,021,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494,400,000 10,319,0001,504,719,000

500 보조금 117,554,120 10,319,000127,873,120

510 국고보조금등 117,554,120 10,319,000127,873,120

511 국고보조금등 117,554,120 10,319,000127,873,120

01 국고보조금 0 10,319,00010,319,000

10,319,00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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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319,000ㅇ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그린홈) 10,319,000,000원

20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5,510,000 14,57415,524,574

500 보조금 14,810,000 14,57414,824,574

510 국고보조금등 14,810,000 14,57414,824,574

511 국고보조금등 14,810,000 14,57414,824,574

03 기금 14,810,000 14,57414,824,574

14,574<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5,000ㅇ 하이서울환경농장 가꾸기 5,000,000원

3,000ㅇ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3,000,000원

6,574ㅇ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6,574,000원

21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8,900,000 10,004,00098,904,000

500 보조금 29,492,000 10,004,00039,496,000

510 국고보조금등 29,492,000 10,004,00039,496,000

511 국고보조금등 29,492,000 10,004,00039,496,000

0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492,000 10,004,00039,496,000

10,004,000<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6,891,000ㅇ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 6,891,000,000원

31,000ㅇ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31,000,000원

132,000ㅇ 덕송~상계간 도로개설 132,000,000원

2,950,000ㅇ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2,950,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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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실 3,665,028,242 3,664,264,191 764,051

(X1,482,331,317) (X1,482,172,333) (X158,984)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부서 : 18,845,278 18,811,278 34,000

(X34,000) (X34,0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 18,811,139 18,777,139 34,000

(X34,000) (X34,000)

성과목표 : 18,811,139 18,777,139 34,000

(X34,000) (X34,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010,169 1,976,169 34,000

(X34,000) (X34,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복지사업평가 34,000 0 34,000

(X34,000) (X34,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000

34,000,000원 = 34,000(X34,000)ㅇ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799,033,554 798,428,487 605,067

(X451,822,149) (X451,822,149)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798,713,096 798,108,029 605,067

(X451,822,149) (X451,822,149)

성과목표 : 798,713,096 798,108,029 605,067

(X451,822,149) (X451,822,149)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630,171,952 629,566,885 605,067

(X434,527,506) (X434,527,506)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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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8,680,530 8,075,463 605,067

(X516,640) (X516,64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5,067

567,250,000원 = 567,250ㅇ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7,817,000원 = 37,817ㅇ 경로당 냉방비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부서 : 136,595,070 136,482,420 112,650

(X63,203,356) (X63,090,706) (X112,650)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43,750,619 43,637,969 112,650

(X3,130,868) (X3,018,218) (X112,650)

성과목표 : 43,750,619 43,637,969 112,650

(X3,130,868) (X3,018,218) (X112,65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3,649,193 23,536,543 112,650

(X3,080,868) (X2,968,218) (X112,650)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2,108,623 11,995,973 112,650

(X112,650) (X112,65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112,650

112,650,000원 = 112,650(X112,650)ㅇ 노숙인자활시설운영(법인)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39,577,894 139,568,627 9,267

(X12,962,142) (X12,952,875) (X9,267)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38,199,452 138,190,185 9,267

(X12,962,142) (X12,952,875) (X9,267)

성과목표 : 138,199,452 138,190,185 9,267

(X12,962,142) (X12,952,875) (X9,267)

성과지표 :  2012 201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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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실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46,224,864 46,215,597 9,267

(X12,419,692) (X12,410,425) (X9,267)

단위 :

(일반회계)

보건지소 확충 지원 14,375,317 14,366,050 9,267

(X52,267) (X43,000) (X9,267)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267

9,267,000원 = 9,267(X9,267)ㅇ 국비지원형(은평)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부서 : 5,467,541 5,464,474 3,067

(X1,749,540) (X1,746,473) (X3,067)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정책 : 4,103,188 4,100,121 3,067

(X1,749,540) (X1,746,473) (X3,067)

성과목표 : 4,103,188 4,100,121 3,067

(X1,749,540) (X1,746,473) (X3,067)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수의공중보건 강화 2,662,446 2,659,379 3,067

(X1,749,540) (X1,746,473) (X3,067)

단위 :

(일반회계)

가축방역 527,721 527,654 67

(X331,542) (X331,475) (X67)

(100-206-01) 재료비 67

67,000원 = 67(X67)ㅇ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살처분 보상 3,000 0 3,000

(X3,000) (X3,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

3,000,000원 = 3,000(X3,000)ㅇ 우결핵판정폐기소각 도축장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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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건강실



도시교통본부 2,550,008,340 2,543,987,340 6,021,000

(X48,478,000) (X42,457,000) (X6,021,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부서 : 26,556,907 20,535,907 6,021,000

(X6,021,000) (X6,021,000)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정책 : 26,281,045 20,260,045 6,021,000

(X6,021,000) (X6,021,000)

성과목표 : 26,281,045 20,260,045 6,021,000

(X6,021,000) (X6,021,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교통관리계정) 25,388,566 19,367,566 6,021,000

(X6,021,000) (X6,021,0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6,021,000 0 6,021,000

(X6,021,000) (X6,021,000)

(202-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

5,000,000,000원 = 5,000,000(X5,000,000)ㅇ UTIS 단말기 보조금 지원 등

(202-401-01) 시설비 1,021,000

1,021,000,000원 = 1,021,000(X1,021,000)ㅇ RSE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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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534,680,868 534,211,868 469,000

(X48,243,530) (X47,774,530) (X469,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부서 : 122,646,757 122,177,757 469,000

(X3,012,000) (X2,543,000) (X469,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정책 : 80,581,756 80,112,756 469,000

(X3,012,000) (X2,543,000) (X469,000)

성과목표 : 80,581,756 80,112,756 469,000

(X3,012,000) (X2,543,000) (X469,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9,743,940 9,274,940 469,000

(X1,442,000) (X973,000) (X469,000)

단위 :

(일반회계)

영등포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1,157,000 688,000 469,000

(X787,000) (X318,000) (X469,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69,000

469,000,000원 = 469,000(X469,000)ㅇ 시설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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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후환경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542,251,295 533,811,595 8,439,700

(X81,632,567) (X73,192,867) (X8,439,700)

(채30,000,000) (채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부서 : 70,734,560 67,967,860 2,766,700

(X33,756,332) (X30,989,632) (X2,766,7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70,296,680 67,529,980 2,766,700

(X33,756,332) (X30,989,632) (X2,766,700)

성과목표 : 70,296,680 67,529,980 2,766,700

(X33,756,332) (X30,989,632) (X2,766,7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문화재 보존 복원 60,888,852 58,122,152 2,766,700

(X33,490,014) (X30,723,314) (X2,766,7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9,060,063 7,433,363 1,626,700

(X6,342,834) (X4,716,134) (X1,626,7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26,700

1,626,700,000원 = 1,626,700(X1,626,700)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풍납토성 복원 33,187,000 32,487,000 700,000

(X21,700,000) (X21,000,000) (X700,000)

(100-401-01) 시설비 700,000

700,000,000원 = 700,000(X700,000)ㅇ 토지매입비 등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20,000 0 20,000

(X20,000) (X2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

20,000,000원 = 20,000(X20,000)ㅇ 방염제 도포 사업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1,052,002 632,002 420,000

(X787,500) (X367,500) (X42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20,000

420,000,000원 = 420,000(X420,000)ㅇ 윤보선가옥 및 이화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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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부서 : 8,533,578 7,483,578 1,050,000

(X4,295,000) (X3,245,000) (X1,050,000)

한양도성 보전 관리 활용정책 : 8,495,946 7,445,946 1,050,000

(X4,295,000) (X3,245,000) (X1,050,000)

성과목표 : 8,495,946 7,445,946 1,050,000

(X4,295,000) (X3,245,000) (X1,05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6,393,714 5,343,714 1,050,000

(X4,295,000) (X3,245,000) (X1,05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497,143 357,143 140,000

(X390,000) (X250,000) (X140,000)

(100-401-01) 시설비 139,000

139,000,000원 = 139,000(X139,000)ㅇ 성벽보수

(100-401-03) 시설부대비 1,000

1,000,000원 = 1,000(X1,000)ㅇ 성벽보수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주변 정비 1,310,000 450,000 860,000

(X1,175,000) (X315,000) (X860,000)

(100-401-01) 시설비 840,700

840,700,000원 = 840,700(X840,700)ㅇ 탐방로 조성 시범사업

(100-401-02) 감리비 14,000

14,000,000원 = 14,000(X14,000)ㅇ 탐방로 조성 시범사업

(100-401-03) 시설부대비 5,300

5,300,000원 = 5,300(X5,300)ㅇ 탐방로 조성 시범사업

서울 한양도성 담쟁이 제거 450,000 400,000 50,000

(X330,000) (X280,000) (X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담쟁이 넝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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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부서 : 163,674,212 160,174,212 3,500,000

(X13,116,105) (X9,616,105) (X3,500,000)

(채30,000,000) (채30,000,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163,457,314 159,957,314 3,500,000

(X13,116,105) (X9,616,105) (X3,500,000)

(채30,000,000) (채30,000,000)

성과목표 : 163,457,314 159,957,314 3,500,000

(X13,116,105) (X9,616,105) (X3,500,000)

(채30,000,000) (채30,00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시민체육공간 확충 31,821,000 28,321,000 3,500,000

(X8,200,000) (X4,700,000) (X3,500,000)

단위 :

(일반회계)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 3,500,000 0 3,500,000

(X3,500,000) (X3,5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00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광진초등학교(광진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신도림고등학교(구로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서울과학기술대학교(노원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전동초등학교(동대문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숭덕초등학교(성북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오주중학교(송파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탄천유수 생활야구장(송파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은평메디텍고등학교(은평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봉화중학교(중랑구)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성수고등학교(성동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부서 : 24,245,802 24,150,802 95,000

(X4,909,000) (X4,814,000) (X95,00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 24,172,546 24,077,546 95,000

(X4,909,000) (X4,814,000) (X95,000)

성과목표 : 24,172,546 24,077,546 95,000

(X4,909,000) (X4,814,000) (X95,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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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2012 20142013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16,683,140 16,673,140 10,000

(X4,714,000) (X4,704,000) (X10,000)

단위 :

(일반회계)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 코스 개발·운영 969,000 959,000 10,000

(X150,000) (X140,000) (X1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해설사 교육 및 활동비 지원

만족스러운 관광인프라 구축 7,489,406 7,404,406 85,000

(X195,000) (X110,000) (X85,000)

단위 :

(일반회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85,000 0 85,000

(X85,000) (X8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

35,000,000원 = 35,000(X35,000)ㅇ 서울한양도성 탐방로 활성화 지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마포 난지 생명길 조성 지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부서 : 19,403,528 19,375,528 28,000

(X72,000) (X44,000) (X28,000)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
성화

정책 : 19,357,834 19,329,834 28,000

(X72,000) (X44,000) (X28,000)

성과목표 : 19,357,834 19,329,834 28,000

(X72,000) (X44,000) (X28,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서울관광자원을 활용한 행사 및 상품운영 4,683,000 4,655,000 28,000

(X72,000) (X44,000) (X28,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시 대표 관광문화기념품 개발 및 육성 328,000 300,000 28,000

(X28,000) (X28,000)

(100-307-05) 민간위탁금 28,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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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00원 = 28,000(X28,000)ㅇ 우수관광기념품 육성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부서 : 35,537,830 34,537,830 1,000,000

(X8,351,800) (X7,351,800) (X1,000,000)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35,417,724 34,417,724 1,000,000

(X8,351,800) (X7,351,800) (X1,000,000)

성과목표 : 35,417,724 34,417,724 1,000,000

(X8,351,800) (X7,351,800) (X1,00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도서관 시설확충 14,592,000 13,592,000 1,000,000

(X7,349,000) (X6,349,000) (X1,000,000)

단위 :

(일반회계)

은평구 시청각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조성 1,000,000 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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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1,000,000,000원 = 1,000,000(X1,000,000)ㅇ 은평구 시청각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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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안전실 1,791,102,495 1,781,081,171 10,021,324

(X58,767,789) (X48,746,465) (X10,021,324)

(채15,000,000) (채15,000,000)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부서 : 503,609,405 493,605,405 10,004,000

(X39,496,000) (X29,492,000) (X10,004,000)

(채10,000,000) (채10,000,000)

도로 건설정책 : 502,564,538 492,560,538 10,004,000

(X39,496,000) (X29,492,000) (X10,004,000)

(채10,000,000) (채10,000,000)

성과목표 : 502,564,538 492,560,538 10,004,000

(X39,496,000) (X29,492,000) (X10,004,000)

(채10,000,000) (채10,000,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광역도로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1,366,000 71,362,000 10,004,000

(X39,496,000) (X29,492,000) (X10,004,000)

(채10,000,000) (채10,000,000)
단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52,891,000 46,000,000 6,891,000

(X29,891,000) (X23,000,000) (X6,891,000)

(채10,000,000) (채10,000,000)

(210-401-01) 시설비 6,891,000

6,891,000,000원 = 6,891,000(X6,891,000)ㅇ 토지매입비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1,822,000 1,791,000 31,000

(X845,000) (X814,000) (X31,000)

(210-401-01) 시설비 31,000

31,000,000원 = 31,000(X31,000)ㅇ 공사비 및 보상비

덕송~상계간 도로개설 2,688,000 2,556,000 132,000

(X810,000) (X678,000) (X132,000)

(210-401-01) 시설비 132,000

132,000,000원 = 132,000(X132,000)ㅇ 공사비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20,950,000 18,000,000 2,950,000

(X6,950,000) (X4,000,000) (X2,950,000)

(210-401-01) 시설비 2,950,000

2,950,000,000원 = 2,950,000(X2,950,000)ㅇ 공사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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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부서 : 21,673,432 21,658,858 14,574

(X14,844,074) (X14,829,500) (X14,574)

깨끗한 물관리정책 : 15,553,935 15,539,361 14,574

(X9,312,193) (X9,297,619) (X14,574)

성과목표 : 15,553,935 15,539,361 14,574

(X9,312,193) (X9,297,619) (X14,574)

성과지표 :  2012 20142013

한강 수질개선 9,472,693 9,458,119 14,574

(X9,292,693) (X9,278,119) (X14,574)

단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하이서울환경농장 가꾸기(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65,000 560,000 5,000

(X565,000) (X560,000) (X5,000)

(209-202-01) 국내여비 5,000

5,000,000원 = 5,000(X5,000)ㅇ 환경농장 출장여비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43,000 140,000 3,000

(X143,000) (X140,000) (X3,000)

(209-202-01) 국내여비 3,000

3,000,000원 = 3,000(X3,000)ㅇ 환경농장 출장여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6,726 100,152 6,574

(X106,726) (X100,152) (X6,574)

(209-202-01) 국내여비 6,574

6,574,000원 = 6,574(X6,574)ㅇ 주민지원사업 조사 및 점검 여비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부서 : 195,361,281 195,358,531 2,750

(X2,750) (X2,750)

(채5,000,000) (채5,000,000)

수질오염원 관리정책 : 95,300 92,550 2,750

(X2,750) (X2,750)

성과목표 : 95,300 92,550 2,750

(X2,750) (X2,75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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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2012 20142013

수질오염원관리 95,300 92,550 2,750

(X2,750) (X2,750)

단위 :

(일반회계)

수질오염원 관리 73,300 70,550 2,750

(X2,750) (X2,750)

(100-301-12) 기타보상금 2,750

1,750,000원 = 1,750(X1,750)ㅇ 민,관합동점검 활동비

1,000,000원 = 1,000(X1,000)ㅇ 환경순찰활동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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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실 1,763,476,246 1,753,157,246 10,319,000

(X127,873,120) (X117,554,120) (X10,319,00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부서 : 521,164,946 510,845,946 10,319,000

(X83,254,792) (X72,935,792) (X10,319,000)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484,434,682 474,115,682 10,319,000

(X83,254,792) (X72,935,792) (X10,319,000)

성과목표 : 484,434,682 474,115,682 10,319,000

(X83,254,792) (X72,935,792) (X10,319,000)

성과지표 :  2012 20142013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147,616,000 137,297,000 10,319,000

(X71,069,000) (X60,750,000) (X10,319,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10,319,000 0 10,319,000

(X10,319,000) (X10,319,000)

(204-404-02)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0,319,000

10,319,000,000원 = 10,319,000(X10,319,000)ㅇ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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