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예산이체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원)

총 19건 256,390,539,190 256,390,539,19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관광

DMC 외국인학교 건축
401-01
시설비 15,792,000,000 15,792,000,000

2012-10-05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DMC 외국인학교 건축
401-01
시설비 15,792,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관광

DMC 외국인학교 건축
401-01
시설비 1,079,769,190 1,079,769,190

2012-10-05
(사고이월예산)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DMC 외국인학교 건축
401-01
시설비 1,079,769,19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관광

DMC 외국인학교 건축
401-02
감리비 560,000,000 560,000,000

2012-10-05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DMC 외국인학교 건축
401-02
감리비 56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관광

DMC 외국인학교 건축
401-03
시설부대비 44,000,000 44,000,000

2012-10-05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DMC 외국인학교 건축
401-03
시설부대비 44,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지역및도시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
발)

201-01
사무관리비 115,000,000 115,000,000

2012-03-30 3.15일자 조직개편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
발)

201-01
사무관리비 115,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지역및도시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
발)

303-01
포상금 20,000,000 20,000,000

2012-03-30 3.15일자 조직개편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
발)

303-01
포상금 20,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지역및도시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
발)

305-01
배상금등 30,000,000 30,000,000

2012-03-30 3.15일자 조직개편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
발)

305-01
배상금등 30,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지역및도시

반환금및기타(도시개발)
802-03
과오납금등 40,000,000 40,000,000

2012-03-30 3.15자 조직개편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반환금및기타(도시개발)
802-03
과오납금등 40,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지역및도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704-01
예탁금 170,000,000,000 170,000,000,000

2012-03-30 3.15자 조직개편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704-01
예탁금 170,000,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지역및도시

예비비(도시개발)
801-01
예비비 24,338,490,000 24,338,490,000

2012-03-30 3.15자 조직개편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예비비(도시개발)
801-01
예비비 24,338,490,0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지역및도시

교부금(도시개발)
308-02
징수교부금 16,500,000,000 16,500,000,000

2012-03-30 3.15자 조직개편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교부금(도시개발)
308-02
징수교부금 16,500,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원)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기타

기본경비(도시개발)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 3,750,000

2012-03-30 3월1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기본경비(도시개발)
201-01
사무관리비 3,750,0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기타

기본경비(도시개발)
201-01
사무관리비 11,250,000 11,250,000

2012-03-30 3.15자 조직개편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기본경비(도시개발)
201-01
사무관리비 11,25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401-01
시설비 710,000,000 710,000,000

2012-01-06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401-01
시설비 71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
과

문화예술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401-01
시설비 19,230,000,000 19,230,000,000

2012-10-05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401-01
시설비 19,2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
과

문화예술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401-01
시설비 3,323,360,000 3,323,360,000

2012-10-05
(사고이월예산)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401-01
시설비 3,323,36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
과

문화예술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00,000 3,500,000,000

2012-10-05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
과

문화예술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405-02
도서구입비 1,000,000,000 1,000,000,000

2012-10-05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405-02
도서구입비 1,000,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상암·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도시개발)

401-01
시설비 92,920,000 92,920,000

2012-10-05
(사고이월예산)
9월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상암·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도시개발)

401-01
시설비 92,9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