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6,950,990,643 7,841,44616,958,832,089

300 지방교부세 120,087,954 790,000120,877,954

310 지방교부세 120,087,954 790,000120,877,954

311 지방교부세 120,087,954 790,000120,877,954

02 특별교부세 0 790,000790,000

790,00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362,000ㅇ 소방차량 대폐차 362,000,000원

428,000ㅇ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428,000,000원

500 보조금 2,362,627,988 7,051,4462,369,679,434

510 국고보조금등 2,362,627,988 7,051,4462,369,679,434

511 국고보조금등 2,362,627,988 7,051,4462,369,679,434

01 국고보조금 2,216,875,311 5,702,6512,222,577,962

601,04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553,900ㅇ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553,900,000원

40,000ㅇ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40,000,000원

7,140ㅇ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7,140,000원

3,098,305<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3,098,305ㅇ 어린이집 지원(보조) 3,098,305,000원

346,5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346,500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46,500,000원

5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

50,000ㅇ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50,000,000원

675,46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675,460ㅇ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75,460,000원

64,346<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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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6ㅇ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4,346,000원

195,00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195,000ㅇ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95,000,000원

44,000<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44,000ㅇ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 44,000,000원

20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200,000ㅇ 성북구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200,000,000원

420,000<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420,000ㅇ 국가하천유지보수 420,000,000원

8,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8,000ㅇ 목재생산기반조성 8,000,000원

03 기금 106,104,161 1,348,795107,452,956

227,38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3,192ㅇ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3,192,000원

45,988ㅇ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5,988,000원

118,062ㅇ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118,062,000원

60,143ㅇ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60,143,000원

166,765<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118,880ㅇ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118,880,000원

16,740ㅇ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16,740,000원

31,145ㅇ 가출청소년보호 지원 31,145,000원

160< 농업기술센터 >

160ㅇ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160,000원

7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700,000ㅇ 제5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700,000,000원

83,48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27,000ㅇ 문화재 긴급보수 27,000,000원

56,485ㅇ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56,485,000원

171,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171,000ㅇ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171,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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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212,117,000 1,536,0001,213,653,000

300 지방교부세 0 1,536,0001,536,000

310 지방교부세 0 1,536,0001,536,000

311 지방교부세 0 1,536,0001,536,000

02 특별교부세 0 1,536,0001,536,000

1,050,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1,050,000ㅇ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1,050,000,000원

486,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486,000ㅇ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486,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244,115,000 7,690,0001,251,805,000

500 보조금 136,123,090 7,690,000143,813,090

510 국고보조금등 136,123,090 7,690,000143,813,090

511 국고보조금등 136,123,090 7,690,000143,813,090

01 국고보조금 8,387,000 7,690,00016,077,000

90,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90,000ㅇ 창신숭인 도시주거재생사업 90,000,000원

7,600,00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2,148,000ㅇ 전농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2,148,000,000원

100,000ㅇ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 100,000,000원

2,640,000ㅇ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2,640,000,000원

2,123,000ㅇ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길 확장공사 2,123,000,000원

589,000ㅇ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589,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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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2,033,878,328 2,029,438,333 4,439,995

(X708,667,961) (X704,227,966) (X4,439,99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부서 : 98,019,687 97,191,262 828,425

(X24,380,102) (X23,551,677) (X828,425)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96,106,303 95,277,878 828,425

(X24,380,102) (X23,551,677) (X828,425)

성과목표 : 96,106,303 95,277,878 828,425

(X24,380,102) (X23,551,677) (X828,425)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여성경제력 강화 29,964,276 29,410,376 553,900

(X7,501,984) (X6,948,084) (X553,900)

단위 :

(일반회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9,619,044 9,065,144 553,900

(X7,294,784) (X6,740,884) (X553,900)

(100-307-10) 사회복지보조 553,900

110,400,000원 = 110,400(X110,400)ㅇ 새일여성인턴제

62,400,000원 = 62,400(X62,400)ㅇ 사후관리서비스

47,250,000원 = 47,250(X47,250)ㅇ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325,000,000원 = 325,000(X325,000)ㅇ 직업교육훈련

8,850,000원 = 8,850(X8,850)ㅇ 취업설계사 4대보험 및 운영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22,480,149 22,212,764 267,385

(X9,662,775) (X9,395,390) (X267,385)

단위 :

(일반회계)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269,094 3,229,094 40,000

(X1,408,500) (X1,368,500) (X40,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40,000

40,000,000원 = 40,000(X40,000)ㅇ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311,240 308,048 3,192

(X157,216) (X154,024) (X3,192)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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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7-10) 사회복지보조 3,192

3,192,000원 = 3,192(X3,192)ㅇ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766,293 2,720,305 45,988

(X1,253,839) (X1,207,851) (X45,988)

(100-307-10) 사회복지보조 45,988

13,030,000원 = 13,030(X13,030)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4,046,000원 = 4,046(X4,046)ㅇ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운영비

412,000원 = 412(X412)ㅇ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지원

28,500,000원 = 28,500(X28,500)ㅇ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1,625,155 1,507,093 118,062

(X802,662) (X684,600) (X118,062)

(100-307-05) 민간위탁금 8,130

5,630,000원 = 5,630(X5,630)ㅇ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2,500,000원 = 2,500(X2,500)ㅇ 그룹홈 운영(1개소 신규, 마리쉼터)

(100-307-10) 사회복지보조 109,932

82,432,000원 = 82,432(X82,432)ㅇ 쉼터 운영

27,500,000원 = 27,500(X27,500)ㅇ 그룹홈 운영(1개소 신규, 사랑의 집)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975,253 4,915,110 60,143

(X3,235,303) (X3,175,160) (X60,143)

(100-307-05) 민간위탁금 1,060

1,060,000원 = 1,060(X1,060)ㅇ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100-307-10) 사회복지보조 55,483

39,570,000원 = 39,570(X39,570)ㅇ 성폭력상담소 운영(12개소, 신규 1개소 포함)

2,910,000원 = 2,910(X2,910)ㅇ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

197,000원 = 197(X197)ㅇ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2,806,000원 = 12,806(X12,806)ㅇ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아동센터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00

3,600,000원 = 3,600(X3,600)ㅇ 자치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3,164,101 3,156,961 7,140

(X411,330) (X404,190) (X7,140)

단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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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2,148,290 2,141,150 7,140

(X351,330) (X344,190) (X7,14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140

7,140,000원 = 7,140(X7,140)ㅇ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7개소)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부서 : 1,722,739,268 1,719,640,963 3,098,305

(X655,064,435) (X651,966,130) (X3,098,305)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722,683,071 1,719,584,766 3,098,305

(X655,064,435) (X651,966,130) (X3,098,305)

성과목표 : 1,722,683,071 1,719,584,766 3,098,305

(X655,064,435) (X651,966,130) (X3,098,305)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287,257,539 1,284,159,234 3,098,305

(X447,859,812) (X444,761,507) (X3,098,305)

단위 :

(일반회계)

어린이집 지원(보조) 118,718,748 115,620,443 3,098,305

(X13,066,288) (X9,967,983) (X3,098,30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98,305

3,098,305,000원 = 3,098,305(X3,098,305)ㅇ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부서 : 188,934,590 188,421,325 513,265

(X24,043,921) (X23,530,656) (X513,265)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88,110,304 187,597,039 513,265

(X24,043,921) (X23,530,656) (X513,265)

성과목표 : 188,110,304 187,597,039 513,265

(X24,043,921) (X23,530,656) (X513,265)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42,409,316 42,273,696 135,620

(X4,034,548) (X3,898,928) (X135,620)

단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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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2,033,020 2,016,280 16,740

(X806,740) (X790,000) (X16,740)

(100-307-05) 민간위탁금 7,280

7,280,000원 = 7,280(X7,280)ㅇ 건전성가치관 교육센터 운영(시운영)

(100-307-10) 사회복지보조 3,640

3,640,000원 = 3,640(X3,640)ㅇ 건전성가치관 교육센터 운영(민간)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20

1,820,000원 = 1,820(X1,820)ㅇ 건전성가치관 교육센터 운영(구운영)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4,000

4,000,000원 = 4,000(X4,000)ㅇ 시립성문화센터 신규설치(2개소)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578,320 459,440 118,880

(X377,880) (X259,000) (X118,880)

(100-307-05) 민간위탁금 13,640

13,640,000원 = 13,640(X13,640)ㅇ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240

105,240,000원 = 105,240(X105,240)ㅇ 구립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12,919,777 12,888,632 31,145

(X1,980,255) (X1,949,110) (X31,145)

단위 :

(일반회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5,755,532 5,724,387 31,145

(X874,555) (X843,410) (X31,145)

(100-307-05) 민간위탁금 20,215

20,215,000원 = 20,215(X20,215)ㅇ 이동 및 일시쉼터 운영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930

10,930,000원 = 10,930(X10,930)ㅇ 구립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31,178,711 130,832,211 346,500

(X17,797,918) (X17,451,418) (X346,500)

단위 :

(일반회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786,500 2,440,000 346,500

(X1,566,500) (X1,220,000) (X346,5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346,500

346,500,000원 = 346,500(X346,500)ㅇ 민간시설 장비보강 등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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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획단 74,339,576 74,289,576 50,000

(X2,424,616) (X2,374,616) (X50,000)

(채20,000,000) (채20,00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부서 : 11,399,455 11,349,455 50,000

(X577,153) (X527,153) (X50,000)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정책 : 11,036,073 10,986,073 50,000

(X577,153) (X527,153) (X50,000)

성과목표 : 11,036,073 10,986,073 50,000

(X577,153) (X527,153) (X5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시스템 장비교체 및 보강 1,786,314 1,736,314 50,000

(X50,000) (X50,000)

단위 :

(일반회계)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549,658 499,658 50,000

(X50,000) (X5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국산 IT 자원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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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보기획단



경제진흥실 432,496,846 432,496,686 160

(X56,457,873) (X56,457,713) (X160)

농업기술센터부서 : 2,802,187 2,802,027 160

(X290,520) (X290,360) (X160)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정책 : 2,552,022 2,551,862 160

(X290,520) (X290,360) (X160)

성과목표 : 2,552,022 2,551,862 160

(X290,520) (X290,360) (X16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1,210,666 1,210,506 160

(X268,570) (X268,410) (X160)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국가기반기술보급사업) 160 0 160

(X160) (X160)

(100-206-01) 재료비 160

160,000원 = 160(X160)ㅇ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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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4,084,648,218 4,083,669,412 978,806

(X1,810,419,298) (X1,809,440,492) (X978,806)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386,045,827 385,370,367 675,460

(X142,721,866) (X142,046,406) (X675,46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383,025,271 382,349,811 675,460

(X142,721,866) (X142,046,406) (X675,460)

성과목표 : 383,025,271 382,349,811 675,460

(X142,721,866) (X142,046,406) (X675,46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361,034,372 360,358,912 675,460

(X139,572,766) (X138,897,306) (X675,460)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35,106,240 134,430,780 675,460

(X67,554,660) (X66,879,200) (X675,46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75,460

675,460,000원 = 675,460(X675,460)ㅇ 중증응급안전지원서비스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부서 : 128,928,866 128,864,520 64,346

(X59,843,757) (X59,779,411) (X64,346)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84,988,616 84,924,270 64,346

(X56,189,884) (X56,125,538) (X64,346)

성과목표 : 84,988,616 84,924,270 64,346

(X56,189,884) (X56,125,538) (X64,346)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84,988,616 84,924,270 64,346

(X56,189,884) (X56,125,538) (X64,346)

단위 :

(일반회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004,919 5,940,573 64,346

(X3,754,048) (X3,689,702) (X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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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복지건강실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4,346

64,346,000원 = 64,346(X64,346)ㅇ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16,359,694 116,164,694 195,000

(X10,844,511) (X10,649,511) (X195,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16,142,885 115,947,885 195,000

(X10,844,511) (X10,649,511) (X195,000)

성과목표 : 116,142,885 115,947,885 195,000

(X10,844,511) (X10,649,511) (X195,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22,608,643 22,413,643 195,000

(X9,274,417) (X9,079,417) (X195,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95,000 0 195,000

(X195,000) (X19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5,000

195,000,000원 = 195,000(X195,000)ㅇ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부서 : 6,434,202 6,390,202 44,000

(X3,072,970) (X3,028,970) (X44,000)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정책 : 5,861,627 5,817,627 44,000

(X2,747,645) (X2,703,645) (X44,000)

성과목표 : 5,861,627 5,817,627 44,000

(X2,747,645) (X2,703,645) (X44,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5,741,127 5,697,127 44,000

(X2,747,645) (X2,703,645) (X44,000)

단위 :

(일반회계)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431,000 387,000 44,000

(X174,000) (X130,000) (X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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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복지건강실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44,000

44,000,000원 = 44,000(X44,000)ㅇ 식생활교육 책자배포, 협의체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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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복지건강실



도시교통본부 2,364,705,380 2,363,169,380 1,536,000

(X58,182,000) (X58,182,00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부서 : 51,207,274 50,157,274 1,050,000

(X2,552,000) (X2,552,000)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정책 : 51,134,680 50,084,680 1,050,000

(X2,552,000) (X2,552,000)

성과목표 : 51,134,680 50,084,680 1,050,000

(X2,552,000) (X2,552,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42,577,600 41,527,600 1,050,000

(X2,152,000) (X2,152,0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1,050,000 0 1,050,000

(202-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50,000

1,050,000,000원 = 1,050,000ㅇ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부서 : 60,264,407 59,778,407 486,000

(X1,228,000) (X1,228,000)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 개선정책 : 59,656,629 59,170,629 486,000

(X1,228,000) (X1,228,000)

성과목표 : 59,656,629 59,170,629 486,000

(X1,228,000) (X1,228,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교통안전시설물관리 29,122,629 28,636,629 486,000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7,475,000 6,989,000 4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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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시교통본부



(202-401-01) 시설비 434,300

434,300,000원 = 434,300

ㅇ 소방관서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설계비 및 공사비

(202-401-02) 감리비 51,700

51,700,000원 = 51,700ㅇ 소방관서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감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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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548,102,355 547,902,355 200,000

(X39,629,910) (X39,429,910) (X20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부서 : 119,814,236 119,614,236 200,000

(X3,641,000) (X3,441,000) (X200,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정책 : 85,415,703 85,215,703 200,000

(X3,641,000) (X3,441,000) (X200,000)

성과목표 : 85,415,703 85,215,703 200,000

(X3,641,000) (X3,441,000) (X2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12,991,097 12,791,097 200,000

(X2,957,000) (X2,757,000) (X200,000)

단위 :

(일반회계)

성북구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성북구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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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후환경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99,090,617 498,136,132 954,485

(X83,810,805) (X82,856,320) (X954,485)

(채30,000,000) (채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38,460,188 37,760,188 700,000

(X15,320,330) (X14,620,330) (X700,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37,836,160 37,136,160 700,000

(X15,320,330) (X14,620,330) (X700,000)

성과목표 : 37,836,160 37,136,160 700,000

(X15,320,330) (X14,620,330) (X7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8,689,000 7,989,000 700,000

(X2,879,000) (X2,179,000) (X700,000)

단위 :

(일반회계)

제5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700,000 0 700,000

(X700,000) (X700,000)

(100-307-04) 민간행사보조금 700,000

700,000,000원 = 700,000(X700,000)ㅇ 제5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부서 : 72,794,629 72,711,144 83,485

(X37,507,094) (X37,423,609) (X83,485)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72,718,917 72,635,432 83,485

(X37,507,094) (X37,423,609) (X83,485)

성과목표 : 72,718,917 72,635,432 83,485

(X37,507,094) (X37,423,609) (X83,485)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문화재 보존 복원 64,830,169 64,746,684 83,485

(X37,138,136) (X37,054,651) (X83,485)

단위 :

(일반회계)

문화재 긴급보수 288,000 261,000 27,000

(X27,000) (X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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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00-401-01) 시설비 27,000

27,000,000원 = 27,000(X27,000)ㅇ 운현궁 흰개미 방충사업(토양처리)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311,235 1,254,750 56,485

(X286,050) (X229,565) (X56,48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985

48,985,000원 = 48,985(X48,985)ㅇ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500

7,500,000원 = 7,500(X7,500)ㅇ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부서 : 16,805,577 16,634,577 171,000

(X1,195,000) (X1,024,000) (X171,00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 16,612,808 16,441,808 171,000

(X1,195,000) (X1,024,000) (X171,000)

성과목표 : 16,612,808 16,441,808 171,000

(X1,195,000) (X1,024,000) (X171,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만족스러운 관광인프라 구축 7,861,980 7,690,980 171,000

(X171,000) (X171,000)

단위 :

(일반회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171,000 0 171,000

(X171,000) (X171,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1,000

45,000,000원 = 45,000(X45,000)ㅇ 한양도성길 스토리텔링

26,000,000원 = 26,000(X26,000)ㅇ 난지생명길 프로그램 활성화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서울 한양도성-인왕산자락길 탐방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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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안전실 1,841,776,905 1,841,356,905 420,000

(X85,949,503) (X85,529,503) (X420,000)

(채30,000,000) (채30,000,000)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부서 : 229,481,895 229,061,895 420,000

(X13,737,000) (X13,317,000) (X420,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149,853,600 149,433,600 420,000

(X13,737,000) (X13,317,000) (X420,000)

성과목표 : 149,853,600 149,433,600 420,000

(X13,737,000) (X13,317,000) (X42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하천복원 및 정비 41,262,700 40,842,700 420,000

(X2,020,000) (X1,600,000) (X420,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하천 유지보수 2,020,000 1,600,000 420,000

(X2,020,000) (X1,600,000) (X42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20,000

420,000,000원 = 420,000(X420,000)ㅇ 중랑천, 안양천 등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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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 1,506,236,481 1,498,546,481 7,690,000

(X143,813,090) (X136,123,090) (X7,690,00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부서 : 188,034,200 187,944,200 90,000

(X90,000) (X90,000)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정책 : 7,706,301 7,616,301 90,000

(X90,000) (X90,000)

성과목표 : 7,706,301 7,616,301 90,000

(X90,000) (X9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정비사업 지원(도정) 7,339,490 7,249,490 90,000

(X90,000) (X9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창신숭인 도시주거재생사업 90,000 0 90,000

(X90,000) (X90,000)

(204-401-01) 시설비 90,000

90,000,000원 = 90,000(X90,000)ㅇ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주택정책실 재정비과부서 : 362,692,144 355,092,144 7,600,000

(X7,600,000) (X7,600,000)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정책 : 14,021,536 6,421,536 7,600,000

(X7,600,000) (X7,600,000)

성과목표 : 14,021,536 6,421,536 7,600,000

(X7,600,000) (X7,600,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뉴타운지원(재촉) 14,021,536 6,421,536 7,600,000

(X7,600,000) (X7,60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전농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
설

2,148,000 0 2,148,000

(X2,148,000) (X2,1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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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주택정책실



(204-401-01) 시설비 2,148,000

2,148,000,000원 = 2,148,000(X2,148,000)ㅇ 토목 및 구조물 공사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 100,000 0 100,000

(X100,000) (X10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실시설계비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589,000 0 589,000

(X589,000) (X589,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89,000

589,000,000원 = 589,000(X589,000)ㅇ 보상비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2,640,000 0 2,640,000

(X2,640,000) (X2,64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640,000

2,640,000,000원 = 2,640,000(X2,640,000)ㅇ 보상비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길 확장공사 2,123,000 0 2,123,000

(X2,123,000) (X2,123,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123,000

2,123,000,000원 = 2,123,000(X2,123,000)ㅇ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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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주택정책실



푸른도시국 313,380,828 313,372,828 8,000

(X28,990,023) (X28,982,023) (X8,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36,432,826 36,424,826 8,000

(X9,992,605) (X9,984,605) (X8,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36,262,011 36,254,011 8,000

(X9,992,605) (X9,984,605) (X8,000)

성과목표 : 36,262,011 36,254,011 8,000

(X9,992,605) (X9,984,605) (X8,000)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생태계 보전사업 28,359,011 28,351,011 8,000

(X9,992,605) (X9,984,605) (X8,000)

단위 :

(일반회계)

목재생산 기반조성 8,000 0 8,000

(X8,000) (X8,000)

(100-202-01) 국내여비 8,000

8,000,000원 = 8,000(X8,000)ㅇ 목재생산업 관리감독 출장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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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 137,717,792 136,927,792 790,000

(X3,190,440) (X3,190,44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부서 : 31,824,265 31,034,265 790,000

(X884,379) (X884,379)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정책 : 31,824,265 31,034,265 790,000

(X884,379) (X884,379)

성과목표 : 31,824,265 31,034,265 790,000

(X884,379) (X884,379)

성과지표 :  2013 20152014

소방차량 운영관리 9,033,882 8,671,882 362,000

(X345,000) (X345,000)

단위 :

(일반회계)

소방차량 대폐차 4,163,110 3,801,110 362,000

(X180,000) (X18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62,000

362,000,000원 = 362,000ㅇ 노후구조차량 대폐차(국고)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18,498,994 18,070,994 428,000단위 :

(일반회계)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2,699,191 2,271,191 428,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28,000

428,000,000원 = 428,000ㅇ 개인보호장비 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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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소방재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