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8,277,397,948 3,172,08618,280,570,034

500 보조금 2,871,764,954 3,172,0862,874,937,040

510 국고보조금등 2,871,764,954 3,172,0862,874,937,040

511 국고보조금등 2,871,764,954 3,172,0862,874,937,040

01 국고보조금 2,705,793,235 1,020,1002,706,813,335

16,00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16,000ㅇ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16,000,000원

974,100<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

2,500ㅇ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2,500,000원

964,900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964,900,000원

6,700ㅇ 천연기념물 관리 6,700,000원

30,000<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도감 >

30,000ㅇ 세계유산 등재신청용 첨부자료 제작 30,000,000원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753,732 109,98637,863,718

109,986<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

3,819ㅇ 기본경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3,819,000원

77,503ㅇ 인력운영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77,503,000원

12,539ㅇ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12,539,000원

16,125ㅇ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16,125,000원

03 기금 128,217,987 2,042,000130,259,987

391,000<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391,000ㅇ 만화문화공간 및 만화의거리 활성화 391,000,000원

27,000<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

27,000ㅇ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27,000,000원

1,500,000<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

1,500,000ㅇ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500,000,000원

124,000<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사업과 >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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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0ㅇ 서울관광 대표 지도(안내서) 제작 34,000,000원

90,000ㅇ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90,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346,917,984 5,790,0001,352,707,984

500 보조금 144,950,308 5,790,000150,740,308

510 국고보조금등 144,950,308 5,790,000150,740,308

511 국고보조금등 144,950,308 5,790,000150,740,308

03 기금 139,086,308 5,790,000144,876,308

5,790,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2,700,000ㅇ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2,700,000,000원

3,090,000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3,090,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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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423,552,316 423,161,316 391,000

(X50,244,268) (X49,853,268) (X391,000)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부서 : 29,110,358 28,719,358 391,000

(X391,000) (X391,000)

문화산업 육성지원정책 : 29,023,780 28,632,780 391,000

(X391,000) (X391,000)

성과목표 : 29,023,780 28,632,780 391,000

(X391,000) (X391,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문화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지원 13,987,577 13,596,577 391,000

(X391,000) (X391,000)

단위 :

(일반회계)

만화문화공간 및 만화의거리 활성화 3,369,820 2,978,820 391,000

(X391,000) (X391,000)

(100-307-05) 민간위탁금 130,000

130,000,000원 = 130,000(X130,000)ㅇ 만화문화공간 추가 조성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61,000

261,000,000원 = 261,000(X261,000)ㅇ 만화문화공간 추가 조성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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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본부 4,906,119,911 4,905,966,925 152,986

(X2,385,489,810) (X2,385,336,824) (X152,986)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부서 : 2,166,171,038 2,166,155,038 16,000

(X921,375,260) (X921,359,260) (X16,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777,773,283 1,777,757,283 16,000

(X921,375,260) (X921,359,260) (X16,000)

성과목표 : 1,777,773,283 1,777,757,283 16,000

(X921,375,260) (X921,359,260) (X16,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14,955,600 14,939,600 16,000

(X16,000) (X16,000)

단위 :

(일반회계)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16,000 0 16,000

(X16,000) (X16,000)

(100-201-03) 행사운영비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지역대회 개최

(100-301-09) 행사실비보상금 6,000

6,000,000원 = 6,000(X6,000)ㅇ 지역대회 발표자 사례금 등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35,942,335 135,915,335 27,000

(X13,978,245) (X13,951,245) (X27,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35,644,265 135,617,265 27,000

(X13,978,245) (X13,951,245) (X27,000)

성과목표 : 135,644,265 135,617,265 27,000

(X13,978,245) (X13,951,245) (X27,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26,584,435 26,557,435 27,000

(X9,381,680) (X9,354,680) (X27,000)

단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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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364,638 337,638 27,000

(X245,425) (X218,425) (X27,000)

(100-307-05) 민간위탁금 27,000

27,000,000원 = 27,000(X27,000)ㅇ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단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부서 : 7,082,208 7,000,886 81,322

(X3,276,845) (X3,195,523) (X81,322)

행정운영경비(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정책 : 255,206 173,884 81,322

(X162,634) (X81,312) (X81,322)

성과목표 : 255,206 173,884 81,322

(X162,634) (X81,312) (X81,322)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기본경비 100,210 96,391 3,819

(X7,638) (X3,819) (X3,819)

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7,638 3,819 3,819

(X7,638) (X3,819) (X3,819)

(100-201-01) 사무관리비 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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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운영비 154,996 77,493 77,503

(X154,996) (X77,493) (X77,503)

단위 :

(일반회계)

인력운영비(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154,996 77,493 77,503

(X154,996) (X77,493) (X77,503)

(100-101-01) 보수 77,503

77,503,000원 = 77,503(X77,503)ㅇ 기본급 등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부서 : 14,844,393 14,815,729 28,664

(X806,669) (X778,005) (X28,664)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정책 : 12,816,667 12,788,003 28,664

(X806,669) (X778,005) (X2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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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본부- 5 -



성과목표 : 12,816,667 12,788,003 28,664

(X806,669) (X778,005) (X28,664)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식·의약품 검사 강화 3,022,208 3,009,669 12,539

(X97,678) (X85,139) (X12,539)

단위 :

(일반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754,278 741,739 12,539

(X22,678) (X10,139) (X12,539)

(100-206-01) 재료비 12,539

12,539,000원 = 12,539(X12,539)ㅇ 시험검사 재료비

감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 1,921,750 1,905,625 16,125

(X511,366) (X495,241) (X16,125)

단위 :

(일반회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861,050 844,925 16,125

(X32,250) (X16,125) (X16,125)

(100-206-01) 재료비 16,125

16,125,000원 = 16,125(X16,125)ㅇ 시험검사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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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본부- 6 -



문화체육관광본부 503,697,033 501,068,933 2,628,100

(X73,670,118) (X71,042,018) (X2,628,100)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부서 : 79,383,987 78,409,887 974,100

(X36,856,900) (X35,882,800) (X974,1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77,832,597 76,858,497 974,100

(X36,856,900) (X35,882,800) (X974,100)

성과목표 : 77,832,597 76,858,497 974,100

(X36,856,900) (X35,882,800) (X974,1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문화재 보존 복원 69,419,212 68,445,112 974,100

(X36,536,767) (X35,562,667) (X974,1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4,888,025 13,923,125 964,900

(X9,807,889) (X8,842,989) (X964,900)

(100-401-01) 시설비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

ㅇ 경희궁지 자정문 및 숭정전 지붕보수, 구 벨기에 영사관 보수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64,900

864,900,000원 = 864,900(X864,900)ㅇ 암사동 유적발굴조사 등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59,188 56,688 2,500

(X2,500) (X2,500)

(100-202-03) 국외업무여비 2,500

2,500,000원 = 2,500(X2,500)ㅇ 지자체 역량강화 해외연수지원

천연기념물 관리 62,200 55,500 6,700

(X47,200) (X40,500) (X6,7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700

6,700,000원 = 6,700(X6,700)ㅇ 천연기념물 보수정비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도감부서 : 6,003,026 5,973,026 30,000

(X1,906,000) (X1,876,000) (X3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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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보존 관리 활용정책 : 5,915,051 5,885,051 30,000

(X1,906,000) (X1,876,000) (X30,000)

성과목표 : 5,915,051 5,885,051 30,000

(X1,906,000) (X1,876,000) (X3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및 시민 참여 활성화 1,258,051 1,228,051 30,000

(X30,000) (X30,000)

단위 :

(일반회계)

세계유산 등재신청용 첨부자료 제작 318,000 288,000 30,000

(X30,000) (X3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30,000

30,000,000원 = 30,000(X30,000)ㅇ 한양도성학술총서 및 등재 신청용 첨부자료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부서 : 164,212,442 162,712,442 1,500,000

(X14,570,223) (X13,070,223) (X1,500,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156,554,950 155,054,950 1,500,000

(X14,570,223) (X13,070,223) (X1,500,000)

성과목표 : 156,554,950 155,054,950 1,500,000

(X14,570,223) (X13,070,223) (X1,50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시민체육공간 확충 32,198,500 30,698,500 1,500,000

(X9,047,500) (X7,547,500) (X1,500,000)

단위 :

(일반회계)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500,000 0 1,500,000

(X1,500,000) (X1,5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840,000,000원 = 840,000(X840,000)ㅇ 방학초등학교(도봉구)

660,000,000원 = 660,000(X660,000)ㅇ 신월중학교(양천구)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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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사업과부서 : 22,012,303 21,888,303 124,000

(X168,000) (X44,000) (X124,000)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
성화

정책 : 21,967,185 21,843,185 124,000

(X168,000) (X44,000) (X124,000)

성과목표 : 21,967,185 21,843,185 124,000

(X168,000) (X44,000) (X124,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서울관광자원을 활용한 행사 및 상품운영 5,414,175 5,290,175 124,000

(X168,000) (X44,000) (X124,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관광 대표 지도(안내서) 제작 854,940 820,940 34,000

(X34,000) (X34,000)

(100-201-01) 사무관리비 34,000

34,000,000원 = 34,000(X34,000)ㅇ 서울관광 가이드북, 안내지도 제작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90,000 100,000 90,000

(X90,000) (X9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4,500

4,500,000원 = 4,500(X4,500)ㅇ 외국인 현장점검단 운영 등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5,500

85,500,000원 = 85,500(X85,500)ㅇ 다국어 안내표지판 정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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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국 1,036,086,790 1,030,296,790 5,790,000

(X149,470,308) (X143,680,308) (X5,790,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부서 : 686,200,909 683,500,909 2,700,000

(X93,232,183) (X90,532,183) (X2,700,000)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628,973,761 626,273,761 2,700,000

(X93,232,183) (X90,532,183) (X2,700,000)

성과목표 : 628,973,761 626,273,761 2,700,000

(X93,232,183) (X90,532,183) (X2,70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119,327,950 116,627,950 2,700,000

(X66,825,000) (X64,125,000) (X2,70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119,100,000 116,400,000 2,700,000

(X66,825,000) (X64,125,000) (X2,700,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2,700,000

2,700,000,000원 = 2,700,000(X2,700,000)ㅇ 기존주택 매입 국고보조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부서 : 332,139,409 329,049,409 3,090,000

(X56,238,125) (X53,148,125) (X3,090,000)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332,073,339 328,983,339 3,090,000

(X56,238,125) (X53,148,125) (X3,090,000)

성과목표 : 332,073,339 328,983,339 3,090,000

(X56,238,125) (X53,148,125) (X3,09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269,691,818 266,601,818 3,090,000

(X56,238,125) (X53,148,125) (X3,09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3,090,000 0 3,090,000

(X3,090,000) (X3,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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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국- 10 -



(204-309-01)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3,090,000

3,090,000,000원 = 3,090,000(X3,090,000)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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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국-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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