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8,259,439,500 5,392,28118,264,831,781

500 보조금 2,853,806,506 5,392,2812,859,198,787

510 국고보조금등 2,853,806,506 5,392,2812,859,198,787

511 국고보조금등 2,853,806,506 5,392,2812,859,198,787

01 국고보조금 2,698,908,427 565,8052,699,474,232

5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50,000ㅇ 전문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50,000,000원

168,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168,000ㅇ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동기능 강화) 168,000,000원

339,805<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310,000ㅇ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310,000,000원

29,805ㅇ 장애인도서관육성지원 29,805,000원

8,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8,000ㅇ 목재생산기반조성 8,000,000원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466,756 1,940,97637,407,732

109,976<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3,819ㅇ 기본경비(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3,819,000원

77,493ㅇ 인건비(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77,493,000원

10,139ㅇ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10,139,000원

2,400ㅇ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2,400,000원

16,125ㅇ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16,125,000원

1,831,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1,757,000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57,000,000원

74,000ㅇ 개발제한구역 관리 74,000,000원

03 기금 119,431,323 2,885,500122,316,823

101,500<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100,000ㅇ 농산물 마케팅 지원 10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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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ㅇ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운영비 1,500,000원

2,74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200,000ㅇ 창작국악극 페스티벌 지원 200,000,000원

320,000ㅇ 제18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320,000,000원

60,000ㅇ 세계가 하나되는 열림음악의 날 축제 지원 60,000,000원

150,000ㅇ K-Ballet World 개최 지원 150,000,000원

50,000ㅇ 2015 제29회 한국무용제전 Global Dance Festival 지원 50,000,000원

400,000ㅇ 제6회 대한민국국제관악제 지원 400,000,000원

140,000ㅇ 제33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지원 140,000,000원

390,000ㅇ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390,000,000원

50,000ㅇ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지원 50,000,000원

150,000ㅇ 2015 D.FESTA 대학로거리공연축제 지원 150,000,000원

70,000ㅇ 2015 손기정평화음악회 지원 70,000,000원

100,000ㅇ 제21회 창무국제무용제 지원 100,000,000원

130,000ㅇ 2015 파다프(PADAF) 지원 130,000,000원

140,000ㅇ 동의보감 진서의 궁중문화 의식 재현 지원 140,000,000원

100,000ㅇ 그랜드 오페라시리즈 국내초연 오페라 안나볼레나 지원 100,000,000원

250,000ㅇ 광복 70주년 기념음악축제 지원 250,000,000원

40,000ㅇ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40,000,000원

44,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 >

44,000ㅇ 태권도 시범공연 및 체험행사 운영 44,000,000원

20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2,000,000 500,000712,500,000

500 보조금 6,722,000 500,0007,222,000

510 국고보조금등 6,722,000 500,0007,222,000

511 국고보조금등 6,722,000 500,0007,222,000

01 국고보조금 6,722,000 500,0007,222,000

500,000<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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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ㅇ 노후 하수관로 정비 500,000,000원

20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585,000 24,66220,609,662

500 보조금 19,534,195 24,66219,558,857

510 국고보조금등 19,534,195 24,66219,558,857

511 국고보조금등 19,534,195 24,66219,558,857

03 기금 19,534,195 24,66219,558,857

24,662<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5,000ㅇ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5,000,000원

3,000ㅇ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가꾸기 3,000,000원

6,662ㅇ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6,662,000원

10,000ㅇ 잠실상수원 관리 1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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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2,030,800,505 2,030,750,505 50,000

(X617,521,936) (X617,471,936) (X5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81,930,699 81,880,699 50,000

(X19,222,910) (X19,172,910) (X50,000)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80,878,874 80,828,874 50,000

(X19,222,910) (X19,172,910) (X50,000)

성과목표 : 80,878,874 80,828,874 50,000

(X19,222,910) (X19,172,910) (X5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여성경제력 강화 53,815,282 53,765,282 50,000

(X8,329,250) (X8,279,250) (X50,000)

단위 :

(일반회계)

전문직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전문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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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423,161,316 423,059,816 101,500

(X49,853,268) (X49,751,768) (X101,500)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부서 : 31,428,232 31,326,732 101,500

(X5,609,650) (X5,508,150) (X101,500)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28,814,457 28,712,957 101,500

(X5,541,406) (X5,439,906) (X101,500)

성과목표 : 28,814,457 28,712,957 101,500

(X5,541,406) (X5,439,906) (X101,5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도시농업육성 지원 6,552,457 6,450,957 101,500

(X535,406) (X433,906) (X101,500)

단위 :

(일반회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1,500 0 1,500

(X1,500) (X1,5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

1,500,000원 = 1,500(X1,500)ㅇ 밭농업직접지불사업운영비

농산물 마케팅 지원 100,000 0 100,000

(X100,000) (X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농산물마케팅 지원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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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본부 4,902,008,711 4,901,730,735 277,976

(X2,381,378,610) (X2,381,100,634) (X277,976)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부서 : 2,164,841,739 2,164,673,739 168,000

(X920,045,961) (X919,877,961) (X168,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776,443,984 1,776,275,984 168,000

(X920,045,961) (X919,877,961) (X168,000)

성과목표 : 1,776,443,984 1,776,275,984 168,000

(X920,045,961) (X919,877,961) (X168,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45,064,538 144,896,538 168,000

(X9,792,750) (X9,624,750) (X168,000)

단위 :

(일반회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동기능강화) 168,000 0 168,000

(X168,000) (X168,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8,000

168,000,000원 = 168,000(X168,000)ㅇ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동기능 강화)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부서 : 7,000,886 6,919,574 81,312

(X3,195,523) (X3,114,211) (X81,312)

행정운영경비(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정책 : 173,884 92,572 81,312

(X81,312) (X81,312)

성과목표 : 173,884 92,572 81,312

(X81,312) (X81,312)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기본경비 96,391 92,572 3,819

(X3,819) (X3,819)

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3,819 0 3,819

(X3,819) (X3,819)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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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1-01) 사무관리비 3,819

3,819,000원 = 3,819(X3,819)ㅇ 인쇄물(매뉴얼 등) 제작 및 운영경비

인력운영비 77,493 0 77,493

(X77,493) (X77,493)

단위 :

(일반회계)

인력운영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77,493 0 77,493

(X77,493) (X77,493)

(100-101-01) 보수 77,493

77,493,000원 = 77,493(X77,493)ㅇ 기본급 등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부서 : 14,795,548 14,766,884 28,664

(X757,824) (X729,160) (X28,664)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정책 : 12,767,822 12,739,158 28,664

(X757,824) (X729,160) (X28,664)

성과목표 : 12,767,822 12,739,158 28,664

(X757,824) (X729,160) (X28,664)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식·의약품 검사 강화 3,009,669 2,999,530 10,139

(X85,139) (X75,000) (X10,139)

단위 :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741,739 731,600 10,139

(X10,139) (X10,139)

(100-206-01) 재료비 10,139

10,139,000원 = 10,139(X10,139)ㅇ 시험검사재료비

감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 1,905,625 1,889,500 16,125

(X495,241) (X479,116) (X16,125)

단위 :

(일반회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844,925 828,800 16,125

(X16,125) (X16,125)

(100-206-01) 재료비 16,125

16,125,000원 = 16,125(X16,125)ㅇ 시험검사재료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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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4,214,119 4,211,719 2,400

(X107,400) (X105,000) (X2,400)

단위 :

(일반회계)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621,610 619,210 2,400

(X2,400) (X2,400)

(100-201-01) 사무관리비 2,400

2,400,000원 = 2,400(X2,400)ㅇ 한약재성상검사 감별위원 수당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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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본부 496,255,933 493,132,128 3,123,805

(X66,229,018) (X63,105,213) (X3,123,805)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46,043,114 43,303,114 2,740,000

(X16,721,330) (X13,981,330) (X2,740,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45,119,380 42,379,380 2,740,000

(X16,721,330) (X13,981,330) (X2,740,000)

성과목표 : 45,119,380 42,379,380 2,740,000

(X16,721,330) (X13,981,330) (X2,74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10,100,000 7,360,000 2,740,000

(X2,740,000) (X2,740,000)

단위 :

(일반회계)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140,000 100,000 40,000

(X40,000) (X4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0

40,000,000원 = 40,000(X40,000)ㅇ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제18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320,000 0 320,000

(X320,000) (X32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20,000

320,000,000원 = 320,000(X320,000)ㅇ 제18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제33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지원 140,000 0 140,000

(X140,000) (X14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40,000

140,000,000원 = 140,000(X140,000)ㅇ 제33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지원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390,000 0 390,000

(X390,000) (X39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90,000

390,000,000원 = 390,000(X390,000)ㅇ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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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손기정 평화음악회 지원 70,000 0 70,000

(X70,000) (X7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0

70,000,000원 = 70,000(X70,000)ㅇ 2015 손기정평화음악회 지원

창작국악극 페스티벌 지원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창작국악극 페스티벌 지원

K-Ballet World 지원 150,000 0 150,000

(X150,000) (X15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K-Ballet World 개최 지원

동의보감 진서의 궁중문화 의식 재현 지원 140,000 0 140,000

(X140,000) (X14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40,000

140,000,000원 = 140,000(X140,000)ㅇ 동의보감 진서의 궁중문화 의식 재현 지원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지원 400,000 0 400,000

(X400,000) (X40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0

400,000,000원 = 400,000(X400,000)ㅇ 제6회 대한민국국제관악제 지원

2015 D.FESTA 대학로거리공연축제 지원 150,000 0 150,000

(X150,000) (X15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2015 D.FESTA 대학로거리공연축제 지원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지원 150,000 100,000 50,000

(X50,000) (X5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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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하나되는 '열린음악의 날' 축제 지원 60,000 0 60,000

(X60,000) (X6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

60,000,000원 = 60,000(X60,000)ㅇ 세계가 하나되는 '열린음악의날' 축제 지원

2015 제29회 한국무용제전 Global Dance Festival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제29회 한국무용제전 Global Dance Festival 지원

제21회 창무국제무용제 지원 100,000 0 100,000

(X100,000) (X10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제21회 창무국제무용제 지원

2015 파다프(PADAF) 지원 130,000 0 130,000

(X130,000) (X13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00

130,000,000원 = 130,000(X130,000)ㅇ 2015 파다프(PADAF) 지원

그랜드 오페라시리즈 국내초연 오페라 안나볼레나 지
원

100,000 0 100,000

(X100,000) (X10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그랜드 오페라시리즈 국내초연 오페라 안나볼레나 지원

광복 70주년 기념음악축제 지원 250,000 0 250,000

(X250,000) (X250,000)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0

250,000,000원 = 250,000(X250,000)ㅇ 광복 70주년 기념음악축제 지원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사업과부서 : 21,888,303 21,844,303 44,000

(X44,000) (X44,000)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
성화

정책 : 21,843,185 21,799,185 44,000

(X44,000) (X44,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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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21,843,185 21,799,185 44,000

(X44,000) (X44,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서울관광자원을 활용한 행사 및 상품운영 5,290,175 5,246,175 44,000

(X44,000) (X44,000)

단위 :

(일반회계)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997,000 953,000 44,000

(X44,000) (X44,000)

(100-201-03) 행사운영비 44,000

44,000,000원 = 44,000(X44,000)ㅇ 태권도 시범공연 및 체험행사 운영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부서 : 25,090,653 24,750,848 339,805

(X2,547,665) (X2,207,860) (X339,805)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24,956,467 24,616,662 339,805

(X2,547,665) (X2,207,860) (X339,805)

성과목표 : 24,956,467 24,616,662 339,805

(X2,547,665) (X2,207,860) (X339,805)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도서관 육성지원 17,630,871 17,291,066 339,805

(X1,909,665) (X1,569,860) (X339,805)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751,285 721,480 29,805

(X29,805) (X29,805)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9,805

29,805,000원 = 29,805(X29,805)ㅇ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국고보조사업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1,704,150 1,394,150 310,000

(X310,000) (X31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10,000

70,000,000원 = 70,000(X70,000)ㅇ 신정2동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70,000,000원 = 70,000(X70,000)ㅇ 사근동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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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0원 = 70,000(X70,000)ㅇ 은평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30,000,000원 = 30,000(X30,000)ㅇ 책향기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70,000,000원 = 70,000(X70,000)ㅇ 목화마을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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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본부 1,954,419,536 1,953,894,874 524,662

(X77,145,857) (X76,621,195) (X524,662)

(채20,000,000) (채20,000,000)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부서 : 28,342,415 28,317,753 24,662

(X19,558,857) (X19,534,195) (X24,662)

깨끗한 물관리정책 : 22,850,943 22,826,281 24,662

(X14,813,017) (X14,788,355) (X24,662)

성과목표 : 22,850,943 22,826,281 24,662

(X14,813,017) (X14,788,355) (X24,662)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한강 수질개선 15,194,017 15,169,355 24,662

(X14,813,017) (X14,788,355) (X24,662)

단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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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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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장 출장여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42,002 135,340 6,662

(X142,002) (X135,340) (X6,662)

(209-202-01) 국내여비 6,662

6,662,000원 = 6,662(X6,662)ㅇ 주민지원 사업 조사 및 점검여비

잠실상수원 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75,912 565,912 10,000

(X527,912) (X517,912) (X10,000)

(209-202-03)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유역관리 해외연수 비용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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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부서 : 384,645,301 384,145,301 500,000

(X7,222,000) (X6,722,000) (X500,000)

하수시설 관리정책 : 315,539,560 315,039,560 500,000

(X7,222,000) (X6,722,000) (X500,000)

성과목표 : 315,539,560 315,039,560 500,000

(X7,222,000) (X6,722,000) (X50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하수관로 신설개량 108,213,500 107,713,500 500,000

(X7,222,000) (X6,722,000) (X500,000)

단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 500,000 0 500,000

(X500,000) (X500,000)

(206-401-01) 시설비 500,000

500,000,000원 = 500,000(X500,000)ㅇ 설계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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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360,363,559 358,524,559 1,839,000

(X28,537,269) (X26,698,269) (X1,839,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64,409,305 62,578,305 1,831,000

(X2,406,500) (X575,500) (X1,831,0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64,084,336 62,253,336 1,831,000

(X2,406,500) (X575,500) (X1,831,000)

성과목표 : 64,084,336 62,253,336 1,831,000

(X2,406,500) (X575,500) (X1,831,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22,700,768 20,869,768 1,831,000

(X2,406,500) (X575,500) (X1,831,000)

단위 :

(일반회계)

개발제한구역관리 74,000 0 74,000

(X74,000) (X74,000)

(100-201-01) 사무관리비 31,000

31,000,000원 = 31,000(X31,000)ㅇ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관리 등

(100-202-01) 국내여비 40,000

40,000,000원 = 40,000(X40,000)ㅇ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속여비

(100-401-01) 시설비 3,000

3,000,000원 = 3,000(X3,000)ㅇ 개발제한구역 초소수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57,000 0 1,757,000

(X1,757,000) (X1,757,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757,000

1,127,072,000원 = 1,127,072(X1,127,072)ㅇ 강동구 보훈병원 앞 도로확장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강동구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확장)

379,928,000원 = 379,928(X379,928)ㅇ 강동구 둔촌마을 도로개설

50,000,000원 = 50,000(X50,000)ㅇ 강동구 진황도로 개설 및 확장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41,333,329 41,325,329 8,000

(X7,838,113) (X7,830,113) (X8,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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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41,232,198 41,224,198 8,000

(X7,838,113) (X7,830,113) (X8,000)

성과목표 : 41,232,198 41,224,198 8,000

(X7,838,113) (X7,830,113) (X8,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생태계 보전사업 29,405,198 29,397,198 8,000

(X7,338,113) (X7,330,113) (X8,000)

단위 :

(일반회계)

목재생산 기반조성 8,000 0 8,000

(X8,000) (X8,000)

(100-201-01) 사무관리비 8,000

8,000,000원 = 8,000(X8,000)ㅇ 목제품 품질관리 점검, 단속 1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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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17 -


	세입
	[100] 일반회계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1] 국고보조금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03] 기금




	[20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1] 국고보조금




	[20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3] 기금





	세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일반회계] 여성경제력 강화
	전문직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농업ㆍ농촌]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일반회계] 도시농업육성 지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농산물 마케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복지건강본부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일반회계]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동기능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일반회계] 기본경비
	기본경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보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보건의료]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일반회계] 식·의약품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재료비


	[일반회계] 감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재료비


	[일반회계]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
	
	[일반회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제18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33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15 손기정 평화음악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창작국악극 페스티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K-Ballet World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동의보감 진서의 궁중문화 의식 재현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15 D.FESTA 대학로거리공연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세계가 하나되는 '열린음악의 날'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15 제29회 한국무용제전 Global Dance Festival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1회 창무국제무용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15 파다프(PADAF)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랜드 오페라시리즈 국내초연 오페라 안나볼레나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광복 70주년 기념음악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사업과
	[관광]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일반회계] 서울관광자원을 활용한 행사 및 상품운영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행사운영비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문화예술]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일반회계] 도서관 육성지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ㆍ수질] 깨끗한 물관리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 수질개선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내여비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내여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내여비

	잠실상수원 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
	[상하수도ㆍ수질] 하수시설 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로 신설개량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일반회계]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자연]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일반회계] 생태계 보전사업
	목재생산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