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8,962,607,542 3,867,73418,966,475,276

300 지방교부세 122,385,770 169,000122,554,770

310 지방교부세 122,385,770 169,000122,554,770

311 지방교부세 122,385,770 169,000122,554,770

02 특별교부세 400,000 169,000569,000

169,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169,000ㅇ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69,000,000원

500 보조금 2,936,537,355 3,698,7342,940,236,089

510 국고보조금등 2,936,537,355 3,698,7342,940,236,089

511 국고보조금등 2,936,537,355 3,698,7342,940,236,089

01 국고보조금 2,761,306,976 1,915,1142,763,222,090

457,19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457,194ㅇ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457,194,000원

20,020<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6,020ㅇ 토지개량제 공급 6,020,000원

14,000ㅇ 피해보전 직접직불사업 운영비 14,000,000원

61,078<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61,078ㅇ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61,078,000원

44,982<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44,982ㅇ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44,982,000원

31,184<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31,184ㅇ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31,184,000원

891,967<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891,967ㅇ 희망키움통장Ⅰ·Ⅱ 891,967,000원

267,28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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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89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267,289,000원

11,4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11,400ㅇ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11,400,000원

100,000<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100,000ㅇ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100,000,000원

30,000<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

30,000ㅇ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30,000,000원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083,697 752,46038,836,157

750,000<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

750,000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750,000,000원

2,46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2,460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460,000원

03 기금 137,146,682 1,031,160138,177,842

160< 농업기술센터 >

160ㅇ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국가기반기술보급사업) 160,000원

29,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29,000ㅇ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29,000,000원

1,002,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1,002,000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002,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352,707,984 1,726,8681,354,434,852

500 보조금 150,740,308 1,726,868152,467,176

510 국고보조금등 150,740,308 1,726,868152,467,176

511 국고보조금등 150,740,308 1,726,868152,467,176

03 기금 144,876,308 1,726,868146,603,176

1,726,868<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787,772ㅇ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787,772,000원

939,096ㅇ 국토부「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구축 R&D 사업 939,096,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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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2,085,018,840 2,084,561,646 457,194

(X645,026,937) (X644,569,743) (X457,19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84,532,838 84,075,644 457,194

(X21,057,960) (X20,600,766) (X457,194)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83,481,013 83,023,819 457,194

(X21,057,960) (X20,600,766) (X457,194)

성과목표 : 83,481,013 83,023,819 457,194

(X21,057,960) (X20,600,766) (X457,194)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여성경제력 강화 54,592,881 54,135,687 457,194

(X9,020,119) (X8,562,925) (X457,194)

단위 :

(일반회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1,721,599 11,264,405 457,194

(X8,828,519) (X8,371,325) (X457,194)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57,194

457,194,000원 = 457,194(X457,194)ㅇ 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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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3 -



경제진흥본부 573,916,902 573,146,722 770,180

(X60,242,652) (X59,472,472) (X770,180)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부서 : 31,498,252 31,478,232 20,020

(X5,629,670) (X5,609,650) (X20,020)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28,884,477 28,864,457 20,020

(X5,561,426) (X5,541,406) (X20,020)

성과목표 : 28,884,477 28,864,457 20,020

(X5,561,426) (X5,541,406) (X20,02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도시농업육성 지원 6,622,477 6,602,457 20,020

(X555,426) (X535,406) (X20,020)

단위 :

(일반회계)

토양개량제 공급 36,365 30,345 6,020

(X31,010) (X24,990) (X6,02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20

6,020,000원 = 6,020(X6,020)ㅇ 토양개량제 공급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14,000 0 14,000

(X14,000) (X14,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0

14,000,000원 = 14,000(X14,000)ㅇ 피해보전직불사업 운영비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부서 : 31,253,690 30,503,690 750,000

(X8,987,100) (X8,237,100) (X750,000)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정책 : 29,410,380 28,660,380 750,000

(X8,987,100) (X8,237,100) (X750,000)

성과목표 : 29,410,380 28,660,380 750,000

(X8,987,100) (X8,237,100) (X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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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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18,001,380 17,251,380 750,000

(X8,987,100) (X8,237,100) (X750,000)

단위 :

(일반회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11,048,000 10,298,000 750,000

(X8,275,600) (X7,525,600) (X7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0,000

750,000,000원 = 750,000(X750,000)ㅇ 일자리창출

농업기술센터부서 : 3,389,856 3,389,696 160

(X325,870) (X325,710) (X160)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정책 : 3,126,568 3,126,408 160

(X325,870) (X325,710) (X160)

성과목표 : 3,126,568 3,126,408 160

(X325,870) (X325,710) (X16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1,339,968 1,339,808 160

(X270,120) (X269,960) (X160)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국가기반기술보급사업) 160 0 160

(X160) (X160)

(100-206-01) 재료비 160

160,000원 = 160(X160)ㅇ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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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진흥본부- 5 -



복지본부 4,652,777,713 4,651,579,502 1,198,211

(X2,329,808,796) (X2,328,779,585) (X1,029,211)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부서 : 1,514,729,691 1,514,499,613 230,078

(X1,051,881,697) (X1,051,820,619) (X61,078)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513,021,786 1,512,791,708 230,078

(X1,051,881,697) (X1,051,820,619) (X61,078)

성과목표 : 1,513,021,786 1,512,791,708 230,078

(X1,051,881,697) (X1,051,820,619) (X61,078)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6,762,951 36,593,951 169,000

(X9,172,381) (X9,172,381)

단위 :

(일반회계)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5,497,894 15,328,894 169,000

(X8,717,175) (X8,717,175)

(100-201-01) 사무관리비 69,000

69,000,000원 = 69,000ㅇ 홍보인쇄물 제작 및 기타홍보비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000원 = 100,000ㅇ 무더위쉼터 간판설치, 홍보인쇄물 제작 및 기타홍보비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6,116,511 36,055,433 61,078

(X1,497,958) (X1,436,880) (X61,078)

단위 :

(일반회계)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61,078 0 61,078

(X61,078) (X61,07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1,078

61,078,000원 = 61,078(X61,078)ㅇ 장례 및 감염병관리 소요비용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부서 : 72,609,226 72,564,244 44,982

(X28,528,447) (X28,483,465) (X44,982)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정책 : 72,603,943 72,558,961 44,982

(X28,528,447) (X28,483,465) (X4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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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본부- 6 -



성과목표 : 72,603,943 72,558,961 44,982

(X28,528,447) (X28,483,465) (X44,982)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69,003,943 68,958,961 44,982

(X28,528,447) (X28,483,465) (X44,982)

단위 :

(일반회계)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548,382 503,400 44,982

(X548,382) (X503,400) (X44,982)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4,982

44,982,000원 = 44,982(X44,982)ㅇ 사회복지보조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167,759,257 167,728,073 31,184

(X44,822,836) (X44,791,652) (X31,184)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167,382,431 167,351,247 31,184

(X44,822,836) (X44,791,652) (X31,184)

성과목표 : 167,382,431 167,351,247 31,184

(X44,822,836) (X44,791,652) (X31,184)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4,934,957 4,903,773 31,184

(X2,263,560) (X2,232,376) (X31,184)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524,200 493,016 31,184

(X74,682) (X43,498) (X31,184)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31,184

31,184,000원 = 31,184(X31,184)ㅇ 단기,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부서 : 111,301,183 110,409,216 891,967

(X48,526,280) (X47,634,313) (X891,967)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68,190,990 67,299,023 891,967

(X45,232,767) (X44,340,800) (X891,967)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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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68,190,990 67,299,023 891,967

(X45,232,767) (X44,340,800) (X891,967)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68,190,990 67,299,023 891,967

(X45,232,767) (X44,340,800) (X891,967)

단위 :

(일반회계)

희망키움통장Ⅰ·Ⅱ 5,351,823 4,459,856 891,967

(X3,483,495) (X2,591,528) (X891,967)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7,542

47,542,000원 = 47,542(X47,542)ㅇ 희망키움통장 II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4,425

844,425,000원 = 844,425(X844,425)ㅇ 희망키움통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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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본부- 8 -



기후환경본부 519,383,002 519,115,713 267,289

(X52,076,109) (X51,808,820) (X267,28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부서 : 7,736,957 7,469,668 267,289

(X917,289) (X650,000) (X267,289)

클린도시 조성정책 : 7,686,343 7,419,054 267,289

(X917,289) (X650,000) (X267,289)

성과목표 : 7,686,343 7,419,054 267,289

(X917,289) (X650,000) (X267,289)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439,869 2,172,580 267,289

(X267,289) (X267,289)

단위 :

(일반회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267,289 0 267,289

(X267,289) (X267,289)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67,289

267,289,000원 = 267,289(X267,289)ㅇ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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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9 -



문화본부 326,821,472 326,810,072 11,400

(X74,393,495) (X74,382,095) (X11,4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부서 : 108,644,275 108,632,875 11,400

(X11,400) (X11,400)

문화도시 서울 구현정책 : 108,200,433 108,189,033 11,400

(X11,400) (X11,400)

성과목표 : 108,200,433 108,189,033 11,400

(X11,400) (X11,4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문화시설 운영 지원 54,867,383 54,855,983 11,400

(X11,400) (X11,400)

단위 :

(일반회계)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11,400 0 11,400

(X11,400) (X11,4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400

11,400,000원 = 11,400(X11,400)ㅇ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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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10 -



관광체육국 248,345,887 247,314,887 1,031,000

(X16,352,223) (X15,321,223) (X1,031,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부서 : 124,596,340 124,567,340 29,000

(X1,589,552) (X1,560,552) (X29,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116,938,848 116,909,848 29,000

(X1,589,552) (X1,560,552) (X29,000)

성과목표 : 116,938,848 116,909,848 29,000

(X1,589,552) (X1,560,552) (X29,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전문체육 육성 32,994,094 32,965,094 29,000

(X29,000) (X29,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6,035,587 6,006,587 29,000

(X29,000) (X29,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9,000

= 29,000ㅇ 생활체육사업

29,000,000원 = 29,000(X29,000)  ·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49,373,057 48,371,057 1,002,000

(X14,011,671) (X13,009,671) (X1,002,00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정책 : 49,373,057 48,371,057 1,002,000

(X14,011,671) (X13,009,671) (X1,002,000)

성과목표 : 49,373,057 48,371,057 1,002,000

(X14,011,671) (X13,009,671) (X1,002,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28,250,500 27,248,500 1,002,000

(X6,049,500) (X5,047,500) (X1,002,00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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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11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049,500 4,047,500 1,002,000

(X5,049,500) (X4,047,500) (X1,002,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2,000

600,000,000원 = 600,000(X600,000)ㅇ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

90,000,000원 = 90,000(X90,000)ㅇ 광진구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안전휀스 정비

14,000,000원 = 14,000(X14,000)ㅇ 광진구 구민체육센터 장애인시설 개보수

14,000,000원 = 14,000(X14,000)ㅇ 중랑구 구민센터 장애인시설 개보수

20,000,000원 = 20,000(X20,000)ㅇ 도봉구 창동문화체육센터 개보수

190,000,000원 = 190,000(X190,000)ㅇ 동작구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65,000,000원 = 65,000(X65,000)ㅇ 동작구 사당문화체육관 개보수

9,000,000원 = 9,000(X9,000)ㅇ 송파구 오륜테니스장 조명시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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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12 -



평생교육정책관 2,956,461,794 2,956,361,794 100,000

(X8,848,261) (X8,748,261) (X100,000)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부서 : 8,764,304 8,664,304 100,000

(X601,400) (X501,400) (X100,000)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정책 : 8,727,717 8,627,717 100,000

(X601,400) (X501,400) (X100,000)

성과목표 : 8,727,717 8,627,717 100,000

(X601,400) (X501,400) (X10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6,776,533 6,676,533 100,000

(X601,400) (X501,400) (X100,000)

단위 :

(일반회계)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2,450,336 2,350,336 100,000

(X601,400) (X501,400) (X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평생학습도시조성(일반도서)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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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본부 1,949,475,241 1,949,445,241 30,000

(X92,565,857) (X92,535,857) (X30,000)

(채20,000,000) (채20,000,000)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부서 : 6,306,492 6,276,492 30,000

(X223,500) (X193,500) (X30,000)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정책 : 5,681,900 5,651,900 30,000

(X223,500) (X193,500) (X30,000)

성과목표 : 5,681,900 5,651,900 30,000

(X223,500) (X193,500) (X30,00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재난관리 5,681,900 5,651,900 30,000

(X223,500) (X193,500) (X30,000)

단위 :

(일반회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30,000 0 30,000

(X30,000) (X3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30,000,000원 = 30,000(X30,000)ㅇ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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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안전본부- 14 -



주택건축국 1,037,813,658 1,036,086,790 1,726,868

(X151,197,176) (X149,470,308) (X1,726,868)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부서 : 333,866,277 332,139,409 1,726,868

(X57,964,993) (X56,238,125) (X1,726,868)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333,800,207 332,073,339 1,726,868

(X57,964,993) (X56,238,125) (X1,726,868)

성과목표 : 333,800,207 332,073,339 1,726,868

(X57,964,993) (X56,238,125) (X1,726,868)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271,418,686 269,691,818 1,726,868

(X57,964,993) (X56,238,125) (X1,726,868)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17,377,732 16,589,960 787,772

(X17,377,732) (X16,589,960) (X787,772)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787,772

787,772,000원 = 787,772(X787,772)ㅇ 국고보조금

국토부「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구축 R&D 사업 3,765,373 2,826,277 939,096

(X1,690,373) (X751,277) (X939,096)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39,096

939,096,000원 = 939,096(X939,096)ㅇ 제로에너지주택 자치단체 자본보조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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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365,947,563 365,945,103 2,460

(X28,857,809) (X28,855,349) (X2,46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64,531,765 64,529,305 2,460

(X2,408,960) (X2,406,500) (X2,46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64,206,796 64,204,336 2,460

(X2,408,960) (X2,406,500) (X2,460)

성과목표 : 64,206,796 64,204,336 2,460

(X2,408,960) (X2,406,500) (X2,460)

성과지표 :  2014 20162015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22,703,228 22,700,768 2,460

(X2,408,960) (X2,406,500) (X2,460)

단위 :

(일반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59,460 1,757,000 2,460

(X1,759,460) (X1,757,000) (X2,46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60

840,000원 = 840(X840)ㅇ 종로구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

1,620,000원 = 1,620(X1,620)ㅇ 강서구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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