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특별회계 교부금 계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400 400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360 360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40 40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2,000 2,000

개인택시업 대책 1,104 1,104

3,904 0 3,904

기초보장 사각지대 완화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46,410 46,410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18,200 18,200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28,420 28,420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8,000 8,000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 468 468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 632 632

기초연금의 도입   146,672 146,672

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 11,339 11,339

283,346 0 283,346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4,937 4,937

환경유해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7,064 7,064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80 80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11,300 11,300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40 40

23,421 0 23,421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52 52

경찰인력 증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 17,250 17,250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614 614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2,640 2,640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892 892

21,448 0 21,448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 13,216 13,216

13,216 0 13,216

■ 편안한 삶

■ 지속가능 국가

■ 안전한 사회

■ 정부개혁

예산소요 없음.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23,205 23,205

항      목

대선 공약

■ 경제민주화

■ 힘찬경제

소    계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350 350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 2,000 2,000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280 280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9,462 9,462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청년 창업 활성화 1,400 1,400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12,365 12,365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389 389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19,370 19,370

45,616 0 45,616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2,613 17,149 19,762

학교체육 활성화 10,242 10,242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47,200 47,200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7,200 7,200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560 560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206 206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70,000 70,000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4,126 4,126

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20,000 20,000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135 135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912 912

97,857 89,819 187,676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20 20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264 264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1,830 1,830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1,515 1,515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642 642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32,487 32,487

(셋째 대학등록금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19,600 19,600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1,728 1,728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7,007 7,007

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 304 304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1,508 1,508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37,860 130,327 168,187

104,765 130,327 235,092

■ 행복한 일자리

■ 행복교육

■ 행복한 여성

소    계

소    계

소    계

타사업 예산에 포함

타사업 예산에 포함

타사업 예산에 포함

타사업 예산에 포함

타사업 예산에 포함

타사업 예산에 포함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066 2,066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1,600 1,600

식량자급율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20 20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800 800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1,800 1,800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15,500 15,500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3,300 3,300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7,348 7,348

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1,100 1,100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992 992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1,400 1,400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1,840 1,840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6,059 6,059

43,825 0 43,825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1,054 1,054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816 1,816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 40 40

2,910 0 2,910

렌트푸어 대책 2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3,720 3,720

3,720 0 3,720

문화재정 2% 달성 27,356 27,356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기반 조성 1,029 1,029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2,199 186 2,385

지방을 지역특화된 문화예술도시로 개발 5,197 5,19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1,408 1,408

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7,881 7,881

문화 관광시설 확충 2,800 2,800

문화유산 관리 체계 강화 2,330 2,330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 0 0

남북문화교류 확대 및 세계문화다양성 증진 276 276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800 800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200 200

국외여행 국민 안전제고 120 120

24,240 186 24,426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10,403 10,403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조성과 복지 향상 2,000 2,000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창출 8,653 8,653

21,056 0 21,056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주택

■ 문화가 있는 삶

■ 창의산업

소    계

■ 행복한 농어촌

개별 공약의

재원소요 계획

은 문화재정

2% 확대 규모

에 포함

■ 정보통신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6,000 6,000

장애인 이동권 보장 1,600 1,600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600 600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1,248 1,248

9,448 0 9,448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405 405

405 0 405

군복무 부담 경감 및 군 복무에 대한 보상 확대 9,125 9,125

병영을 사회진출의 기반으로 조성 800 800

참전용사와 제대군인 위한 국가적 보상 확대 14,034 14,034

23,959 0 23,959

726,252 220,146 946,398

소    계

■ 외교통일

■ 국민대통합

■ 국방안보

예산소요 없음. 

소    계

대선 계

■ 장애인

■ 정치

소    계

예산소요 없음. 

■ 검찰개혁

예산소요 없음. 



일반+특별회계 교부금 계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2,115 2,115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4,390 4,390

귀농·귀촌 종합 지원 195 195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540 540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13,302 13,302

제도교육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300 300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체계적 지원 4,560 4,560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400 400

EBS 프로그램 내실화로 사교육부담 완화 150 150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15,364 15,364

희망사다리 장학금제도 1,400 1,400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5,000 5,000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 5,750 5,750

도시재생 활성화 10,000 10,000

만 5세 교육비 지원 단가 단계적 현실화 68,018 68,018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10만원 인상) 5,000 5,00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정신보건센터 확대

의료 안전망기금 설치 2,808 2,808

노인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 230 230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지원 확대 21,314 21,314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직접 지원 498 498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 CCTV 추가설치 1,242 1,242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 CCTV 관제시스템 보금 1,070 1,070

노후 소득보장 내실화: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14,500 14,500

장애인연금 현실화: 부가급여 인상 6,429 6,429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단계적 확충 2,800 2,800

발달장애인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마련 1,074 1,074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563 563

글로벌비즈니스를 위한 (기술사업화) 시스템 도입 3,125 3,125

국가 재난·재해 대비 방재기술 등 R&D예산 확대 5,000 5,000

소프트웨어 분야 생태계 구축 300 300

한류 상품 인터넷 유통판매 시스템 구축 지원 420 420

(K-POP 관련) 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 152 152

글로벌지식재산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248 248

경쟁력 있는 농어업 창업인력 및 전문 경영인력 양성 400 400

고품질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확립 50 50

농기계은행 대폭 확대 750 750

수산자원 조성 등 5,900 5,900

유해물질 실태조사 강화 및 시장퇴출 추진 22 22

환경성질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강화 731 731

항      목

총선 공약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871 871

생태탐방연수원 조성 290 290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36 36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2,500 2,500

선진 막여과 기술을 적용하는 정수장 확대 2,200 2,200

나들가게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1,440 1,440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340 340

전통시장과 지역문화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930 930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도시환경으로 재구성 1,424 1,424

사병 월급 및 수당 인상 24,827 24,827

군 복무 중 원격강좌에 의한 학점취득 가능 대학 확대 20 20

군복무기간 건강검진 실시 190 190

예방백신 확대 : A형 간염 백신 전장병 접종 등 940 940

군 중증외상센터 건립 535 535

군의관, 간호 인력, 응급 전문인력 등 의료인력 확충 1,584 1,584

의무수송헬기 도입 1,642 1,642

군인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 지원 확대 284 284

대선 포함된 총선 공야의 2013년 소요 29,916 29,916

189,806 86,273 276,079

지방교부세 9.2조원

총 재원소요 131.4조원

대선 + 총선 재원소요 122.2조원

총선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