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8,268,226,120 9,171,82818,277,397,948

500 보조금 2,862,593,126 9,171,8282,871,764,954

510 국고보조금등 2,862,593,126 9,171,8282,871,764,954

511 국고보조금등 2,862,593,126 9,171,8282,871,764,954

01 국고보조금 2,702,366,217 3,427,0182,705,793,235

124,84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79,400ㅇ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79,400,000원

24,500ㅇ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24,500,000원

20,945ㅇ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0,945,000원

63,996<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

63,996ㅇ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63,996,000원

1,313,299<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1,105,299ㅇ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1,105,299,000원

40,000ㅇ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공공주도형) 40,000,000원

168,000ㅇ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동기능강화) 168,000,000원

661,027<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

632,311ㅇ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632,311,000원

28,716ㅇ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8,716,000원

45,000<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45,000ㅇ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45,000,000원

2,070<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

2,070ㅇ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지원 2,070,000원

20,181<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20,181ㅇ 시도가축방역 20,181,000원

294,6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136,000ㅇ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136,000,000원

158,600ㅇ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158,6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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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10,000ㅇ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10,000,000원

70,000<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

70,000ㅇ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70,000,000원

822,00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822,000ㅇ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822,000,000원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407,732 346,00037,753,732

63,00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63,000ㅇ 중랑천 녹색 문화벨트 조성 63,000,000원

43,000<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정책과 >

43,000ㅇ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 43,000,000원

240,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240,000ㅇ 생태놀이터 조성 240,000,000원

03 기금 122,819,177 5,398,810128,217,987

873,310<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

873,310ㅇ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873,310,000원

42,000< 서북병원 원무과 >

42,000ㅇ 암환자 완화 의료기관 지원 42,000,000원

4,047,500<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

4,047,500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4,047,500,000원

400,000<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정책과 >

400,000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400,000,000원

36,00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36,000ㅇ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36,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342,053,984 4,864,0001,346,917,984

500 보조금 140,086,308 4,864,000144,950,308

510 국고보조금등 140,086,308 4,864,000144,950,308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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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국고보조금등 140,086,308 4,864,000144,950,308

01 국고보조금 1,000,000 4,864,0005,864,000

4,864,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4,864,000ㅇ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그린홈) 4,864,000,000원

20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2,500,000 14,500,000727,000,000

500 보조금 7,222,000 14,500,00021,722,000

510 국고보조금등 7,222,000 14,500,00021,722,000

511 국고보조금등 7,222,000 14,500,00021,722,000

01 국고보조금 7,222,000 14,500,00021,722,000

14,500,000<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 >

5,000,000ㅇ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5,000,000,000원

9,500,000ㅇ 노후 하수관로 정비 9,50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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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618,228,266 618,165,266 63,000

(X817,000) (X754,000) (X63,00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부서 : 4,561,779 4,498,779 63,000

(X817,000) (X754,000) (X63,000)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정책 : 1,518,750 1,455,750 63,000

(X817,000) (X754,000) (X63,000)

성과목표 : 1,518,750 1,455,750 63,000

(X817,000) (X754,000) (X63,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1,418,750 1,355,750 63,000

(X817,000) (X754,000) (X63,000)

단위 :

(일반회계)

중랑천 녹색 문화벨트 조성 661,000 598,000 63,000

(X661,000) (X598,000) (X63,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3,000

63,000,000원 = 63,000(X63,000)ㅇ 그늘목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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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4 -



여성가족정책실 2,030,925,350 2,030,800,505 124,845

(X617,646,781) (X617,521,936) (X124,84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82,055,544 81,930,699 124,845

(X19,347,755) (X19,222,910) (X124,845)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81,003,719 80,878,874 124,845

(X19,347,755) (X19,222,910) (X124,845)

성과목표 : 81,003,719 80,878,874 124,845

(X19,347,755) (X19,222,910) (X124,845)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여성경제력 강화 53,836,227 53,815,282 20,945

(X8,350,195) (X8,329,250) (X20,945)

단위 :

(일반회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0,964,945 10,944,000 20,945

(X8,158,595) (X8,137,650) (X20,945)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0,945

20,945,000원 = 20,945(X20,945)ㅇ 직업교육훈련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25,760,418 25,656,518 103,900

(X10,997,560) (X10,893,660) (X103,900)

단위 :

(일반회계)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452,174 3,427,674 24,500

(X1,399,457) (X1,374,957) (X24,5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4,500

24,500,000원 = 24,500(X24,500)ㅇ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518,554 439,154 79,400

(X79,400) (X79,4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9,400

79,400,000원 = 79,400(X79,400)ㅇ 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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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획관 95,949,900 95,885,904 63,996

(X2,324,503) (X2,260,507) (X63,996)

(채15,600,000) (채15,60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부서 : 12,347,729 12,283,733 63,996

(X791,149) (X727,153) (X63,996)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정책 : 12,003,452 11,939,456 63,996

(X791,149) (X727,153) (X63,996)

성과목표 : 12,003,452 11,939,456 63,996

(X791,149) (X727,153) (X63,996)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정보화교육 1,245,847 1,181,851 63,996

(X591,149) (X527,153) (X63,996)

단위 :

(일반회계)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1,245,847 1,181,851 63,996

(X591,149) (X527,153) (X63,996)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3,996

63,996,000원 = 63,996(X63,996)ㅇ 정보화 교육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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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본부 4,905,966,925 4,903,010,038 2,956,887

(X2,385,336,824) (X2,382,379,937) (X2,956,887)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부서 : 2,166,155,038 2,164,841,739 1,313,299

(X921,359,260) (X920,045,961) (X1,313,299)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777,757,283 1,776,443,984 1,313,299

(X921,359,260) (X920,045,961) (X1,313,299)

성과목표 : 1,777,757,283 1,776,443,984 1,313,299

(X921,359,260) (X920,045,961) (X1,313,299)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46,377,837 145,064,538 1,313,299

(X11,106,049) (X9,792,750) (X1,313,299)

단위 :

(일반회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59,018,404 57,913,105 1,105,299

(X8,927,799) (X7,822,500) (X1,105,29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5,299

1,105,299,000원 = 1,105,299(X1,105,299)ㅇ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동기능강화)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공공주도형) 60,000 20,000 40,000

(X60,000) (X20,000) (X4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0

40,000,000원 = 40,000(X40,000)ㅇ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공공주도형)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동기능강화) 336,000 168,000 168,000

(X336,000) (X168,000) (X168,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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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부서 : 1,517,145,042 1,516,484,015 661,027

(X1,054,620,619) (X1,053,959,592) (X661,027)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515,437,137 1,514,776,110 661,027

(X1,054,620,619) (X1,053,959,592) (X661,027)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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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1,515,437,137 1,514,776,110 661,027

(X1,054,620,619) (X1,053,959,592) (X661,027)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1,319,017,708 1,318,385,397 632,311

(X1,037,200,260) (X1,036,567,949) (X632,311)

단위 :

(일반회계)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1,295,582 10,663,271 632,311

(X632,311) (X632,31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2,311

= 503,700ㅇ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503,700,000원 = 503,700(X503,700)· 난방비

33,580,000원 = 33,580(X33,580)ㅇ 경로당 냉방비

95,031,000원 = 95,031(X95,031)ㅇ 경로당 양곡비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6,593,951 36,565,235 28,716

(X9,172,381) (X9,143,665) (X28,716)

단위 :

(일반회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5,702,663 15,673,947 28,716

(X100,506) (X71,790) (X28,716)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8,716

28,716,000원 = 28,716(X28,716)ㅇ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167,728,073 167,683,073 45,000

(X44,791,652) (X44,746,652) (X45,000)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167,351,247 167,306,247 45,000

(X44,791,652) (X44,746,652) (X45,000)

성과목표 : 167,351,247 167,306,247 45,000

(X44,791,652) (X44,746,652) (X45,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23,002,455 122,957,455 45,000

(X37,973,252) (X37,928,252) (X45,000)

단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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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6,648,882 6,603,882 45,000

(X45,000) (X45,000)

(100-307-05) 민간위탁금 45,000

= 45,000ㅇ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시립 3개소)

33,750,000원 = 33,750(X33,750)· 인건비(18명)

11,250,000원 = 11,250(X11,250)· 운영비(3개소,긴급돌봄기능 2개소)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부서 : 77,766,977 76,893,667 873,310

(X34,592,717) (X33,719,407) (X873,310)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77,709,240 76,835,930 873,310

(X34,592,717) (X33,719,407) (X873,310)

성과목표 : 77,709,240 76,835,930 873,310

(X34,592,717) (X33,719,407) (X873,31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건강생활 기반 조성 6,910,899 6,037,589 873,310

(X3,661,470) (X2,788,160) (X873,310)

단위 :

(일반회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873,310 0 873,310

(X873,310) (X873,31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73,310

873,310,000원 = 873,310(X873,310)ㅇ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부서 : 98,097,920 98,095,850 2,070

(X42,132,234) (X42,130,164) (X2,070)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97,524,192 97,522,122 2,070

(X42,132,234) (X42,130,164) (X2,070)

성과목표 : 97,524,192 97,522,122 2,070

(X42,132,234) (X42,130,164) (X2,07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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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 예방관리 82,278,640 82,276,570 2,070

(X36,186,940) (X36,184,870) (X2,070)

단위 :

(일반회계)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지원 6,160 4,090 2,070

(X5,680) (X3,610) (X2,070)

(100-201-01) 사무관리비 2,070

2,070,000원 = 2,070(X2,070)ㅇ 공중보건의 직무교육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부서 : 14,815,729 14,795,548 20,181

(X778,005) (X757,824) (X20,181)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정책 : 12,788,003 12,767,822 20,181

(X778,005) (X757,824) (X20,181)

성과목표 : 12,788,003 12,767,822 20,181

(X778,005) (X757,824) (X20,181)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시스템 구축 657,851 637,670 20,181

(X90,225) (X70,044) (X20,181)

단위 :

(일반회계)

시도가축방역 190,751 170,570 20,181

(X48,025) (X27,844) (X20,181)

(100-206-01) 재료비 20,181

= 20,181ㅇ 시험검사재료비

740,000원 = 740(X740)· 우결핵, 브루셀라 등 검사

119,000원 = 119(X119)· 광견병 등 혈청검사

19,322,000원 = 19,322(X19,322)·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서북병원 원무과부서 : 10,531,670 10,489,670 42,000

(X184,500) (X142,500) (X42,000)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정책 : 8,116,057 8,074,057 42,000

(X184,500) (X142,500) (X42,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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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8,116,057 8,074,057 42,000

(X184,500) (X142,500) (X42,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서북병원 운영 8,116,057 8,074,057 42,000

(X184,500) (X142,500) (X42,000)

단위 :

(일반회계)

암환자 완화 의료기관 지원 42,000 0 42,000

(X42,000) (X42,000)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325

17,325,000원 = 17,325(X17,325)ㅇ 인건비 및 4대보험료

(100-201-01) 사무관리비 20,325

20,325,000원 = 20,325(X20,325)ㅇ 완화의료 사업 운영비 등

(100-307-01) 의료및구료비 250

250,000원 = 250(X250)ㅇ 저소득 완화의료 관련 약품 등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100

1,300,000원 = 1,300(X1,300)ㅇ 이동용산소포화도 측정기

300,000원 = 300(X300)ㅇ 산소메타기(이동용) 2개

600,000원 = 600(X600)ㅇ 상담실 의자 3개

600,000원 = 600(X600)ㅇ 탁자 1개

600,000원 = 600(X600)ㅇ TV 및 설치비

300,000원 = 300(X300)ㅇ 온장고

400,000원 = 400(X400)ㅇ 에어매트리스 2개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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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 519,115,713 518,811,113 304,600

(X51,808,820) (X51,504,220) (X304,6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부서 : 35,447,663 35,153,063 294,600

(X7,122,030) (X6,827,430) (X294,600)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정책 : 16,909,588 16,614,988 294,600

(X7,122,030) (X6,827,430) (X294,600)

성과목표 : 16,909,588 16,614,988 294,600

(X7,122,030) (X6,827,430) (X294,6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에너지이용 합리화 12,128,785 11,834,185 294,600

(X6,696,030) (X6,401,430) (X294,600)

단위 :

(일반회계)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974,000 838,000 136,000

(X136,000) (X136,000)

(100-201-01) 사무관리비 2,000

2,000,000원 = 2,000(X2,000)ㅇ BRP 사업설명회 및 자문회의 참석수당

(100-401-01) 시설비 114,000

114,000,000원 = 114,000(X114,000)ㅇ 공공시설 BEMS 시범설치

(100-401-02) 감리비 20,000

20,000,000원 = 20,000(X20,000)ㅇ 공공시설 BEMS 시범설치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931,395 772,795 158,600

(X458,600) (X300,000) (X158,6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8,600

158,600,000원 = 158,600(X158,600)ㅇ 공공시설 LED조명 보급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부서 : 14,075,133 14,065,133 10,000

(X544,800) (X534,800) (X10,000)

기후변화 총괄 대응정책 : 13,758,556 13,748,556 10,000

(X544,800) (X534,800) (X1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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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13,758,556 13,748,556 10,000

(X544,800) (X534,800) (X1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10,616,906 10,606,906 10,000

(X360,000) (X350,000) (X10,000)

단위 :

(일반회계)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66,550 56,550 10,000

(X10,000) (X1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

ㅇ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실시 등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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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본부 501,068,933 496,578,433 4,490,500

(X71,042,018) (X66,551,518) (X4,490,500)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부서 : 162,712,442 158,664,942 4,047,500

(X13,070,223) (X9,022,723) (X4,047,5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155,054,950 151,007,450 4,047,500

(X13,070,223) (X9,022,723) (X4,047,500)

성과목표 : 155,054,950 151,007,450 4,047,500

(X13,070,223) (X9,022,723) (X4,047,5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시민체육공간 확충 30,698,500 26,651,000 4,047,500

(X7,547,500) (X3,500,000) (X4,047,5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4,047,500 0 4,047,500

(X4,047,500) (X4,047,5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47,500

4,047,500,000원 = 4,047,500(X4,047,500)ㅇ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정책과부서 : 17,620,500 17,177,500 443,000

(X583,000) (X140,000) (X443,00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 16,646,473 16,203,473 443,000

(X583,000) (X140,000) (X443,000)

성과목표 : 16,646,473 16,203,473 443,000

(X583,000) (X140,000) (X443,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9,429,973 8,986,973 443,000

(X583,000) (X140,000) (X443,000)

단위 :

(일반회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1,275,000 875,000 400,000

(X400,000) (X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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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본부- 14 -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2,500

142,500,000원 = 142,500(X142,500)ㅇ 관광특구 홍보 마케팅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7,500

257,500,000원 = 257,500(X257,500)ㅇ 관광특구 환경 개선사업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 43,000 0 43,000

(X43,000) (X43,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3,000

43,000,000원 = 43,000(X43,000)

ㅇ 서부 수도권 연계 관광홍보물 제작 및 IT 관광 안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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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본부- 15 -



평생교육정책관 2,757,907,918 2,757,871,918 36,000

(X8,061,689) (X8,025,689) (X36,00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부서 : 60,087,460 60,051,460 36,000

(X7,981,689) (X7,945,689) (X36,00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60,029,337 59,993,337 36,000

(X7,981,689) (X7,945,689) (X36,000)

성과목표 : 60,029,337 59,993,337 36,000

(X7,981,689) (X7,945,689) (X36,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43,914,989 43,878,989 36,000

(X5,522,268) (X5,486,268) (X36,0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07,650 71,650 36,000

(X84,000) (X48,000) (X36,000)

(100-307-05) 민간위탁금 12,350

12,350,000원 = 12,350(X12,350)ㅇ 시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21개소)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650

23,650,000원 = 23,650(X23,650)ㅇ 자치구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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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정책관- 16 -



도시안전본부 1,968,989,536 1,954,419,536 14,570,000

(X91,715,857) (X77,145,857) (X14,570,000)

(채20,000,000) (채20,000,000)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부서 : 6,276,492 6,206,492 70,000

(X193,500) (X123,500) (X70,000)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정책 : 5,651,900 5,581,900 70,000

(X193,500) (X123,500) (X70,000)

성과목표 : 5,651,900 5,581,900 70,000

(X193,500) (X123,500) (X7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재난관리 5,651,900 5,581,900 70,000

(X193,500) (X123,500) (X70,000)

단위 :

(일반회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70,000 0 70,000

(X70,000) (X7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0

70,000,000원 = 70,000(X70,000)ㅇ 마포구(우수), 성동구(노력) 지원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부서 : 399,145,301 384,645,301 14,500,000

(X21,722,000) (X7,222,000) (X14,500,000)

하수시설 관리정책 : 330,039,560 315,539,560 14,500,000

(X21,722,000) (X7,222,000) (X14,500,000)

성과목표 : 330,039,560 315,539,560 14,500,000

(X21,722,000) (X7,222,000) (X14,50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하수도 관리 15,891,060 10,891,060 5,000,000

(X5,000,000) (X5,000,000)

단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11,800,000 6,800,000 5,000,000

(X5,000,000) (X5,00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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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01-01) 시설비 5,000,000

5,000,000,000원 = 5,000,000(X5,000,000)ㅇ 공사비

하수관로 신설개량 117,713,500 108,213,500 9,500,000

(X16,722,000) (X7,222,000) (X9,500,000)

단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 10,000,000 500,000 9,500,000

(X10,000,000) (X500,000) (X9,500,000)

(206-401-01) 시설비 9,500,000

9,500,000,000원 = 9,500,000(X9,500,000)ㅇ 공사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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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본부 1,340,272,048 1,339,450,048 822,000

(X4,092,000) (X3,270,000) (X822,00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부서 : 1,655,959 833,959 822,000

(X822,000) (X822,000)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정책 : 1,488,213 666,213 822,000

(X822,000) (X822,000)

성과목표 : 1,488,213 666,213 822,000

(X822,000) (X822,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도시재생연구 922,000 100,000 822,000

(X822,000) (X822,000)

단위 :

(일반회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822,000 0 822,000

(X822,000) (X822,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22,000

185,000,000원 = 185,000(X185,000)ㅇ 중구: Urban Health City community

177,000,000원 = 177,000(X177,000)ㅇ 성북구 : 천사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250,000,000원 = 250,000(X250,000)ㅇ 마포구 : 경의선(선형숲)공원 조성사업

210,000,000원 = 210,000(X210,000)ㅇ 구로구 :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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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국 1,030,296,790 1,025,432,790 4,864,000

(X143,680,308) (X138,816,308) (X4,864,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부서 : 683,500,909 678,636,909 4,864,000

(X90,532,183) (X85,668,183) (X4,864,000)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626,273,761 621,409,761 4,864,000

(X90,532,183) (X85,668,183) (X4,864,000)

성과목표 : 626,273,761 621,409,761 4,864,000

(X90,532,183) (X85,668,183) (X4,864,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506,180,120 501,316,120 4,864,000

(X26,407,183) (X21,543,183) (X4,864,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4,864,000 0 4,864,000

(X4,864,000) (X4,864,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4,864,000

4,864,000,000원 = 4,864,000(X4,864,000)ㅇ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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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국- 20 -



푸른도시국 360,603,559 360,363,559 240,000

(X28,777,269) (X28,537,269) (X240,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41,573,329 41,333,329 240,000

(X8,078,113) (X7,838,113) (X240,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41,472,198 41,232,198 240,000

(X8,078,113) (X7,838,113) (X240,000)

성과목표 : 41,472,198 41,232,198 240,000

(X8,078,113) (X7,838,113) (X24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생태계 보전사업 29,645,198 29,405,198 240,000

(X7,578,113) (X7,338,113) (X240,000)

단위 :

(일반회계)

생태놀이터 조성 240,000 0 240,000

(X240,000) (X24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0,000

240,000,000원 = 240,000(X240,000)ㅇ 생태놀이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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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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