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22,519,286,027 2,615,08522,521,901,112

300 지방교부세 150,450,811 14,000150,464,811

310 지방교부세 150,450,811 14,000150,464,811

311 지방교부세 150,450,811 14,000150,464,811

02 특별교부세 1,206,000 14,0001,220,000

14,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14,000ㅇ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인명피해 우려지역) 14,000,000원

500 보조금 3,204,652,159 2,601,0853,207,253,244

510 국고보조금등 3,204,652,159 2,601,0853,207,253,244

511 국고보조금등 3,204,652,159 2,601,0853,207,253,244

01 국고보조금 2,960,519,459 △1,158,1612,959,361,298

△2,000,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2,000,000ㅇ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000,000,000원

32,0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32,000ㅇ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32,000,000원

13,539<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13,539ㅇ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3,539,000원

15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150,000ㅇ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150,000,000원

100,00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100,000ㅇ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100,000,000원

28,2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28,200ㅇ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국비 28,200,000원

1,1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1,100ㅇ 수질오염원 관리 1,1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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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517,000ㅇ 국가하천 유지보수 517,000,000원

03 기금 181,393,380 3,759,246185,152,626

3,268,396<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3,268,396ㅇ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3,268,396,000원

433,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433,000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우레탄트랙, 인조잔디)지원사업 433,000,000원

56,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6,000ㅇ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현장응급의료차량 구배(국비) 6,000,000원

50,000ㅇ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국비) 50,000,000원

1,85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1,000ㅇ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1,000,000원

850ㅇ 병원감염관리-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시도)(국비) 85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671,654,501 4,308,5001,675,963,001

500 보조금 345,871,022 4,308,500350,179,522

510 국고보조금등 345,871,022 4,308,500350,179,522

511 국고보조금등 345,871,022 4,308,500350,179,522

01 국고보조금 10,852,000 2,684,00013,536,000

2,684,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2,684,000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2,684,000,000원

03 기금 332,077,022 1,624,500333,701,522

1,624,500<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1,624,500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1,624,5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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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노동정책관 222,776,328 221,507,932 1,268,396

(X15,670,596) (X14,402,200) (X1,268,396)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부서 : 159,676,903 158,408,507 1,268,396

(X6,279,396) (X5,011,000) (X1,268,396)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정책 : 159,114,955 157,846,559 1,268,396

(X6,279,396) (X5,011,000) (X1,268,396)

사회적 일자리 제공 126,212,259 124,943,863 1,268,396

(X6,279,396) (X5,011,000) (X1,268,396)

단위 :

(일반회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4,568,396 3,300,000 1,268,396

(X3,268,396) (X2,000,000) (X1,268,396)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68,396

1,268,396,000원 = 1,268,396(X1,268,396)ㅇ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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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노동정책관



비상기획관 3,496,729 3,464,729 32,000

(X623,977) (X591,977) (X32,0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부서 : 3,496,729 3,464,729 32,000

(X623,977) (X591,977) (X32,000)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정책 : 3,342,542 3,310,542 32,000

(X623,977) (X591,977) (X32,000)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1,056,753 1,024,753 32,000

(X351,777) (X319,777) (X32,000)

단위 :

(일반회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32,000 0 32,000

(X32,000) (X32,000)

(100-201-01) 사무관리비 32,000

30,000,000원 = 30,000(X30,000)ㅇ 민방위 학술세미나

2,000,000원 = 2,000(X2,000)ㅇ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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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기획관



복지본부 5,276,691,527 5,276,677,988 13,539

(X2,516,085,785) (X2,516,072,246) (X13,539)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197,503,385 197,489,846 13,539

(X48,360,281) (X48,346,742) (X13,539)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193,698,146 193,684,607 13,539

(X48,360,281) (X48,346,742) (X13,539)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4,350,601 4,337,062 13,539

(X1,962,769) (X1,949,230) (X13,539)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852,735 2,839,196 13,539

(X1,410,137) (X1,396,598) (X13,539)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3,539

13,539,000원 = 13,539(X13,539)ㅇ 거주시설 기능보강(국비 확보 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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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본부



문화본부 448,188,950 447,938,950 250,000

(X91,811,377) (X91,561,377) (X25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55,178,265 55,028,265 150,000

(X18,084,330) (X17,934,330) (X150,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54,918,666 54,768,666 150,000

(X18,084,330) (X17,934,330) (X150,000)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6,863,000 6,713,000 150,000

(X3,342,000) (X3,192,000) (X150,000)

단위 :

(일반회계)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600,000 450,000 150,000

(X600,000) (X450,000) (X1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부서 : 36,199,079 36,099,079 100,000

(X9,288,867) (X9,188,867) (X100,000)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36,074,157 35,974,157 100,000

(X9,288,867) (X9,188,867) (X100,000)

도서관 육성지원 19,089,228 18,989,228 100,000

(X2,222,867) (X2,122,867) (X100,000)

단위 :

(일반회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300,000 200,000 100,000

(X300,000) (X200,000) (X1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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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224,349,039 223,916,039 433,000

(X34,339,657) (X33,906,657) (X433,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부서 : 78,397,598 77,964,598 433,000

(X3,388,363) (X2,955,363) (X433,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70,502,231 70,069,231 433,000

(X3,388,363) (X2,955,363) (X433,000)

시민체육공간 확충 4,433,000 4,000,000 433,000

(X433,000) (X433,0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우레탄트랙, 인조잔디) 지원사
업

433,000 0 433,000

(X433,000) (X433,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33,000

433,000,000원 = 433,000(X433,000)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우레탄트랙, 인조잔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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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436,877,323 436,819,473 57,850

(X115,576,735) (X115,518,885) (X57,85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44,209,182 144,153,182 56,000

(X13,101,644) (X13,045,644) (X56,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43,166,061 143,110,061 56,000

(X13,101,644) (X13,045,644) (X56,00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27,368,756 27,362,756 6,000

(X9,003,780) (X8,997,780) (X6,000)

단위 :

(일반회계)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현장응급의료차량 구매(국비) 311,000 305,000 6,000

(X242,000) (X236,000) (X6,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000

6,000,000원 = 6,000(X6,000)ㅇ 재난거점병원 재난 현장응급의료차량 구입 등

정신보건 시설운영 50,231,476 50,181,476 50,000

(X3,597,864) (X3,547,864) (X50,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국비)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자치구 국비 공모사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부서 : 128,474,877 128,473,027 1,850

(X56,381,189) (X56,379,339) (X1,850)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127,856,309 127,854,459 1,850

(X56,370,562) (X56,368,712) (X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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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8,928,324 8,926,474 1,850

(X3,998,459) (X3,996,609) (X1,850)

단위 :

(일반회계)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1,026,780 1,025,780 1,000

(X7,500) (X6,500) (X1,000)

(100-201-01) 사무관리비 1,000

1,000,000원 = 1,000(X1,000)ㅇ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비

병원감염관리-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시
도)(국비)

2,900 2,050 850

(X2,900) (X2,050) (X850)

(100-201-01) 사무관리비 850

850,000원 = 850(X850)ㅇ 병원감염관리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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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주택건축국 1,514,830,976 1,510,522,476 4,308,500

(X484,137,699) (X479,829,199) (X4,308,5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부서 : 1,072,646,267 1,069,962,267 2,684,000

(X324,688,905) (X322,004,905) (X2,684,000)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854,377,134 851,693,134 2,684,000

(X324,688,905) (X322,004,905) (X2,684,000)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432,800,045 430,116,045 2,684,000

(X83,731,577) (X81,047,577) (X2,684,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2,684,000 0 2,684,000

(X2,684,000) (X2,684,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2,684,000

2,684,000,000원 = 2,684,000(X2,684,000)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부서 : 412,657,586 411,033,086 1,624,500

(X159,448,794) (X157,824,294) (X1,624,500)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412,590,970 410,966,470 1,624,500

(X159,448,794) (X157,824,294) (X1,624,500)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262,827,340 261,202,840 1,624,500

(X159,448,794) (X157,824,294) (X1,624,5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4,873,500 3,249,000 1,624,500

(X4,873,500) (X3,249,000) (X1,624,500)

(204-309-01)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624,500

1,624,500,000원 = 1,624,500(X1,624,500)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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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445,529,834 445,501,634 28,200

(X26,684,989) (X26,656,789) (X28,2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51,240,923 51,212,723 28,200

(X7,658,256) (X7,630,056) (X28,2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51,064,913 51,036,713 28,200

(X7,658,256) (X7,630,056) (X28,200)

생태계 보전사업 24,317,413 24,289,213 28,200

(X7,218,256) (X7,190,056) (X28,200)

단위 :

(일반회계)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국
비

80,200 52,000 28,200

(X68,200) (X40,000) (X28,200)

(100-201-01) 사무관리비 28,200

28,200,000원 = 28,200(X28,200)ㅇ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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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1,117,721,320 1,117,189,220 532,100

(X44,592,970) (X44,074,870) (X518,1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부서 : 279,235,601 279,234,501 1,100

(X6,600) (X5,500) (X1,100)

수질오염원 관리정책 : 140,829 139,729 1,100

(X6,600) (X5,500) (X1,100)

수질오염원관리 140,829 139,729 1,100

(X6,600) (X5,500) (X1,100)

단위 :

(일반회계)

수질오염원 관리 86,829 85,729 1,100

(X6,600) (X5,500) (X1,100)

(100-301-11) 기타보상금 1,100

1,100,000원 = 1,100(X1,100)ㅇ 기타보상금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부서 : 276,404,306 275,873,306 531,000

(X6,219,000) (X5,702,000) (X517,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174,532,679 174,001,679 531,000

(X6,219,000) (X5,702,000) (X517,000)

수방대책 사업 41,433,804 41,419,804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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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일반회계)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인명피해 우려지역) 14,000 0 14,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000

14,000,000원 = 14,000ㅇ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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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안전국



하천복원 및 정비 62,158,875 61,641,875 517,000

(X2,019,000) (X1,502,000) (X517,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하천 유지보수 2,019,000 1,502,000 517,000

(X2,019,000) (X1,502,000) (X517,000)

(100-401-01) 시설비 515,000

515,000,000원 = 515,000(X515,000)ㅇ 시설비

(100-401-03) 시설부대비 2,000

2,000,000원 = 2,000(X2,000)ㅇ 시설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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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안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