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8,264,831,781 3,394,33918,268,226,120

500 보조금 2,859,198,787 3,394,3392,862,593,126

510 국고보조금등 2,859,198,787 3,394,3392,862,593,126

511 국고보조금등 2,859,198,787 3,394,3392,862,593,126

01 국고보조금 2,699,474,232 2,891,9852,702,366,217

392,927<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

392,927ㅇ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392,927,000원

503,400< 복지건강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503,400ㅇ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503,400,000원

1,748,82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1,748,820ㅇ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1,748,820,000원

5,500<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

5,500ㅇ 천연기념물 관리 5,500,000원

119,00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119,000ㅇ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서비스 지원 119,000,000원

84,656<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30,656ㅇ 지적관리 30,656,000원

54,000ㅇ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54,000,000원

37,682<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37,682ㅇ 소방항공대 운영 37,682,000원

03 기금 122,316,823 502,354122,819,177

105,000<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

105,000ㅇ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105,000,000원

198,000<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

99,000ㅇ 한성백제 문화제 지원 99,000,000원

99,000ㅇ 성북다문화음식축제 지원 99,000,000원

199,354<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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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8ㅇ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2,178,000원

195,136ㅇ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195,136,000원

2,040ㅇ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2,04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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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건강본부 4,903,010,038 4,902,008,711 1,001,327

(X2,382,379,937) (X2,381,378,610) (X1,001,327)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부서 : 1,516,484,015 1,516,091,088 392,927

(X1,053,959,592) (X1,053,566,665) (X392,927)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514,776,110 1,514,383,183 392,927

(X1,053,959,592) (X1,053,566,665) (X392,927)

성과목표 : 1,514,776,110 1,514,383,183 392,927

(X1,053,959,592) (X1,053,566,665) (X392,927)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6,565,235 36,172,308 392,927

(X9,143,665) (X8,750,738) (X392,927)

단위 :

(일반회계)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5,328,894 14,935,967 392,927

(X8,717,175) (X8,324,248) (X392,92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92,927

392,927,000원 = 392,927(X392,927)ㅇ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복지건강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부서 : 69,961,608 69,458,208 503,400

(X27,282,248) (X26,778,848) (X503,400)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정책 : 69,956,325 69,452,925 503,400

(X27,282,248) (X26,778,848) (X503,400)

성과목표 : 69,956,325 69,452,925 503,400

(X27,282,248) (X26,778,848) (X503,4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66,356,325 65,852,925 503,400

(X27,282,248) (X26,778,848) (X503,40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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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본부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503,400 0 503,400

(X503,400) (X503,4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503,400

503,400,000원 = 503,400(X503,400)ㅇ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부서 : 98,095,850 97,990,850 105,000

(X42,130,164) (X42,025,164) (X105,000)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97,522,122 97,417,122 105,000

(X42,130,164) (X42,025,164) (X105,000)

성과목표 : 97,522,122 97,417,122 105,000

(X42,130,164) (X42,025,164) (X105,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4,776,140 4,671,140 105,000

(X1,986,473) (X1,881,473) (X105,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315,000 210,000 105,000

(X315,000) (X210,000) (X10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25,000,000원 = 25,000(X25,000)ㅇ 시설장비 유지비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

80,000,000원 = 80,000(X80,000)ㅇ 소독기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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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본부



기후환경본부 518,811,113 517,062,293 1,748,820

(X51,504,220) (X49,755,400) (X1,748,82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부서 : 35,153,063 33,404,243 1,748,820

(X6,827,430) (X5,078,610) (X1,748,820)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정책 : 16,614,988 14,866,168 1,748,820

(X6,827,430) (X5,078,610) (X1,748,820)

성과목표 : 16,614,988 14,866,168 1,748,820

(X6,827,430) (X5,078,610) (X1,748,82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에너지이용 합리화 11,834,185 10,085,365 1,748,820

(X6,401,430) (X4,652,610) (X1,748,820)

단위 :

(일반회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7,993,390 6,244,570 1,748,820

(X6,101,430) (X4,352,610) (X1,748,820)

(100-401-01) 시설비 1,748,820

1,748,820,000원 = 1,748,820(X1,748,820)ㅇ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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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496,578,433 496,255,933 322,500

(X66,551,518) (X66,229,018) (X322,500)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46,241,114 46,043,114 198,000

(X16,919,330) (X16,721,330) (X198,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45,317,380 45,119,380 198,000

(X16,919,330) (X16,721,330) (X198,000)

성과목표 : 45,317,380 45,119,380 198,000

(X16,919,330) (X16,721,330) (X198,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10,298,000 10,100,000 198,000

(X2,938,000) (X2,740,000) (X198,000)

단위 :

(일반회계)

한성백제 문화제 지원 399,000 300,000 99,000

(X99,000) (X99,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9,000

99,000,000원 = 99,000(X99,000)ㅇ 한성백제문화제 지원

성북다문화음식축제 지원 99,000 0 99,000

(X99,000) (X99,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9,000

99,000,000원 = 99,000(X99,000)ㅇ 성북다문화음식축제 지원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부서 : 78,409,887 78,404,387 5,500

(X35,882,800) (X35,877,300) (X5,5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76,858,497 76,852,997 5,500

(X35,882,800) (X35,877,300) (X5,500)

성과목표 : 76,858,497 76,852,997 5,500

(X35,882,800) (X35,877,300) (X5,5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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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재 보존 복원 68,445,112 68,439,612 5,500

(X35,562,667) (X35,557,167) (X5,500)

단위 :

(일반회계)

천연기념물 관리 55,500 50,000 5,500

(X40,500) (X35,000) (X5,5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500

5,500,000원 = 5,500(X5,500)ㅇ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부서 : 25,209,653 25,090,653 119,000

(X2,666,665) (X2,547,665) (X119,000)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25,075,467 24,956,467 119,000

(X2,666,665) (X2,547,665) (X119,000)

성과목표 : 25,075,467 24,956,467 119,000

(X2,666,665) (X2,547,665) (X119,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도서관 육성지원 17,749,871 17,630,871 119,000

(X2,028,665) (X1,909,665) (X119,000)

단위 :

(일반회계)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서비스지원 119,000 0 119,000

(X119,000) (X119,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4,000

94,000,000원 = 94,000(X94,000)ㅇ 도서관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 지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

25,000,000원 = 25,000(X25,000)ㅇ 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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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본부



평생교육정책관 2,757,871,918 2,757,672,564 199,354

(X8,025,689) (X7,826,335) (X199,354)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부서 : 60,051,460 59,852,106 199,354

(X7,945,689) (X7,746,335) (X199,354)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59,993,337 59,793,983 199,354

(X7,945,689) (X7,746,335) (X199,354)

성과목표 : 59,993,337 59,793,983 199,354

(X7,945,689) (X7,746,335) (X199,354)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43,878,989 43,874,771 4,218

(X5,486,268) (X5,482,050) (X4,218)

단위 :

(일반회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2,497,128 2,494,950 2,178

(X1,286,328) (X1,284,150) (X2,178)

(100-307-05) 민간위탁금 2,178

2,178,000원 = 2,178(X2,178)ㅇ 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594,000 591,960 2,040

(X379,920) (X377,880) (X2,04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40

2,040,000원 = 2,040(X2,040)ㅇ 구립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14,804,448 14,609,312 195,136

(X2,228,221) (X2,033,085) (X195,136)

단위 :

(일반회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6,472,710 6,277,574 195,136

(X1,186,541) (X991,405) (X195,136)

(100-307-05) 민간위탁금 195,136

195,136,000원 = 195,136(X195,136)ㅇ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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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정책관



도시계획국 15,905,249 15,820,593 84,656

(X484,656) (X400,000) (X84,656)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부서 : 1,021,832 937,176 84,656

(X84,656) (X84,656)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정책 : 957,538 872,882 84,656

(X84,656) (X84,656)

성과목표 : 957,538 872,882 84,656

(X84,656) (X84,656)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899,293 814,637 84,656

(X84,656) (X84,656)

단위 :

(일반회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54,000 0 54,000

(X54,000) (X54,000)

(100-201-01) 사무관리비 3,500

3,500,000원 = 3,500(X3,500)ㅇ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및 홍보비 등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500

50,500,000원 = 50,500(X50,500)ㅇ 지적재조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

지적관리 30,656 0 30,656

(X30,656) (X30,65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656

30,656,000원 = 30,656(X30,656)ㅇ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기본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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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국



소방재난본부 167,150,750 167,113,068 37,682

(X13,753,646) (X13,715,964) (X37,682)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부서 : 2,850,271 2,812,589 37,682

(X249,682) (X212,000) (X37,682)

특수재난대응 능력 강화정책 : 2,850,271 2,812,589 37,682

(X249,682) (X212,000) (X37,682)

성과목표 : 2,850,271 2,812,589 37,682

(X249,682) (X212,000) (X37,682)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특수구조단 운영 2,850,271 2,812,589 37,682

(X249,682) (X212,000) (X37,682)

단위 :

(일반회계)

소방항공대 운영 1,558,897 1,521,215 37,682

(X74,682) (X37,000) (X37,682)

(100-201-02) 공공운영비 37,682

37,682,000원 = 37,682(X37,682)ㅇ 소방헬기 유류비 및 시간검사 등 긴급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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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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