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95건 4,082,982,623,000 123,136,381,000 123,136,381,00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
담당관

일반행정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
한 기반 마련

301-12
기타보상금 180,000,000 180,000,000

2013-07-12
서울혁신파크 공간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확보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

한 기반 마련
401-01
시설비 180,000,00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
담당관

일반행정

희망서울 창의상 운영
303-01
포상금 250,000,000 11,370,000

2013-10-28
2013년도 하반기 업무혁신제안마당 개최를 위
한 예산전용

희망서울 창의상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3,000,000 11,370,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
담당관

일반행정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201-02
공공운영비 1,049,850,000 100,000,000

2013-02-20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가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재원 마련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0,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
담당관

일반행정

120다산콜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8,855,417,000 260,000,000

2013-10-31
120다산콜센터 상담실 데스크탑 가상화 시스템
구축 사업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66,448,000 26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02-01
민간자본보조 2,100,000,000 77,437,000

2013-09-04
증액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을 인력개발센터 운
영 임차료 예산절감 발생분을 활용하여 사업추
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9,495,227,000 77,437,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
방

307-10
사회복지보조 582,150,000 5,935,000

2013-08-05
서울여성보호센터 여성노숙인을 위한 자활프로
그램 사업비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
보를 위함노숙인시설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672,114,000 5,935,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02-01
민간자본보조 2,022,563,000 96,567,000

2013-11-05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부담금 확보를 위함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401-01
시설비 2,146,629,000 96,567,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02-01
민간자본보조 1,925,996,000 15,800,000

2013-11-05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부담금 확보를 위함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401-02
감리비 30,738,000 15,8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02-01
민간자본보조 1,910,196,000 1,000,000

2013-11-05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부담금 확보를 위함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1,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5,052,116,000 22,674,000

2013-11-12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22,674,000 22,674,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271,600,000 39,500,000

2013-12-20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이전사업 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 3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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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
방

307-10
사회복지보조 586,565,000 2,180,000

2013-08-05
가정폭력 보호시설 시설 및 기자재 보강사업
국비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73,820,000 2,18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4,836,000 28,958,000

2013-12-02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불용예상액 변경사용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307-10
사회복지보조 865,219,000 28,958,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02-01
민간자본보조 1,909,196,000 31,009,000

2013-12-03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예산절감액 가정
폭력가해자 재발방지 국비증액에따른 우리시부
담금 확보로 전용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307-10
사회복지보조 894,177,000 31,009,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5,029,442,000 2,370,000

2013-11-12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추가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682,370,000 2,37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
방

307-10
사회복지보조 584,385,000 2,235,000

2013-08-05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기능보강사업 국
비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22,235,000 2,235,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02-01
민간자본보조 1,878,187,000 61,272,000

2013-12-03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예산절감액을 성
폭력방지및 피해자지원사업 내시증액에 따른
우리시부담금 확보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3,852,049,000 61,272,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결혼 예비 신혼기 부부 교육
지원(주민참여예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000,000 10,000,000

2013-04-15
당초 자치구별로 교육대상자 선정예정이었으나
시민청 결혼식 신청자 교육추가로 사업비 필
요결혼 예비 신혼기 부부 교육

지원(주민참여예산)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1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6,890,492,000 4,554,205,000

2013-12-17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시비
예산 확보

보육돌봄서비스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4,132,176,000 4,554,205,0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307-05
민간위탁금 75,000,000 70,000,000

2013-06-25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207-02
전산개발비 7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2,336,287,000 274,518,000

2013-12-2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국비 증액내시에 따른 시
비부족액 확보

어린이집 지원(보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1,586,658,000 274,518,0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기능보강(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16,800,000 94,000,000

2013-08-27
개보수 시급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계획(방침)
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함어린이집 기능보강(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4,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영유아 보육료(보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40,258,127,000 69,000,000,000

2013-06-19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으로 전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292,247,000 69,00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영유아 보육료(보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0,412,331,000 966,505,000

2013-12-19
가정양육수당 시비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
산 전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6,685,425,000 966,5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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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229,440,000 8,150,000,000

2013-06-25 가정양육수당 예산 전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9,292,247,000 8,15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모
델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45,750,000 7,725,000

2013-07-26 국비매칭사업의 시비부족분 전용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98,000,000 7,725,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305,488,000 18,900,000

2013-11-13 국비매칭에 따른 시비부족분 확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72,690,000 18,9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0 10,000,000

2013-08-12
휴카페 교육, 워크숍 등 소요예산을 위해 사무
관리비로 전용

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모
델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8,025,000 1,000,000

2013-07-26 국비매칭사업의 시비부족분 전용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58,000,000 1,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142,929,000 200,000,000

2013-06-11 청소년쉼터(이동형) 긴급 설치에 따른 전용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00,000 330,000,000

2013-11-12
치안센터 활용 쉼터 사업 취소, 서울시에서 직
접 쉼터 설치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307-05
민간위탁금 2,942,929,000 33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아동급식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417,300,000 1,860,871,000

2013-12-03
민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 부족(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32,735,551,000 1,860,871,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아동급식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556,429,000 87,000,000

2013-12-03
보건복지부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6,002,296,000 87,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아동급식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469,429,000 400,000,000

2013-12-03
보건복지부의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매칭 시
비 확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014,000,000 400,000,000

아동복지센터 노인ㆍ청소년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확대

201-02
공공운영비 282,904,000 60,000,000

2013-03-07 청소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 전용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확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0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교육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90,178,000 52,000,000

2013-02-07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2.12.8) 관련 청소용역근로자를 계약 종료
후 2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 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 및민방위교육장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000,0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교육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38,178,000 3,400,000

2013-11-28
민방위교육장 기간제근로자 건강 보험료 등 보
험료 인상분 반영

민방위교육장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000,000 3,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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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
담당관

일반행정

모바일 민원시스템 2단계 구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7,700,000 47,700,000

2013-05-20
e-Poll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mVoting 시스
템 구축서울전자설문(e-Poll)시스템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51,428,000 47,700,000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
관

일반행정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 추진
201-02
공공운영비 1,456,350,000 35,952,000

2013-12-26
문자발송 증가 및 장문, 멀티메시지 사용량 증
가에 따른 평균단가 상승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81,594,000 35,952,000

정보화기획단 공간정보담
당관

일반행정

모바일 GIS 플랫폼 스마트 운
영 환경 구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2,120,000 39,480,000

2013-05-10
쌍방향 등록 및 관리 기능 추가 구현 등 서울
형 지오태깅 프로젝트 추진 필요모바일 GIS 플랫폼 스마트 운

영 환경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200,970,000 39,480,000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일반행정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585,310,000 10,560,000

2013-12-24
우리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광통신시설물 유지
관리 위수탁사업 추가예산확보(정보통신보안담
당관-9771,2013.12.17.)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77,570,000 10,560,00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일반행정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1,769,900,000 102,616,000

2013-02-19 청소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713,000 102,616,00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 60,000,000

2013-10-30
공정무역도시 서울 홍보에 따른 공정무역 커뮤
니티사업과 통합하여 민간주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865,000,000 60,000,00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4,931,500,000 4,800,000,000

2013-11-01
종로 앵커시설 설립 추진 방안 변경(임대→ 매
입)에 따른 전용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

영
401-01
시설비 4,800,000,00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7,631,500,000 635,000,000

2013-06-24
G밸리 발전방안 모색과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
화를 위한 기업인 만남공간 조성비 확보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35,000,00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
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
직활성화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361,360,000 7,000,000

2013-06-04 현장시장실 운영비 확보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
직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35,000,000 7,000,000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사회복지일반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
춤형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950,000,000 300,000,000

2013-11-18
사업추진 인력 부족, 연말 추진사업 과다 등의
사유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
획 변경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

춤형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
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96,270,000 51,000,000

2013-12-16
2013년 12월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약
직 인건비 부족분 발생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

약직 인건비 지급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81,530,000 51,000,000

농업기술센터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90,316,000 14,000,000

2013-02-1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농업
기술센터-1655(2013.2.4)호 관련기본경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0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936,107,000 686,375,000

2013-12-1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전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802,813,000 686,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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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249,732,000 4,112,983,000

2013-12-1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전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50,888,326,000 4,112,983,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4,917,944,000 86,002,000

2013-09-09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전용

정부양곡 할인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716,998,000 86,002,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047,680,000 1,111,573,000

2013-11-14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예산확보를 위
한 전용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446,000 1,111,573,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4,623,710,000 32,000,000

2013-12-17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사업 세출예산전용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00,000,000 32,00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7,360,000,000 531,751,000

2013-06-0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전산화에 따
른 전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207-02
전산개발비 531,751,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독립의 언덕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400,000,000 400,000,000

2013-02-27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기술용역에 따른 전용
독립의 언덕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401-01
시설비 400,00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641,390,000 87,827,000

2013-12-2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199,918,000 87,827,000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
과

취약계층지원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81,290,000 15,000,000

2013-12-23

새벽인력시장 「희망식당 빨간밥차」운영비 확
보를 위한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세출
예산 전용계획(희망복지지원과-12613,2013.12.
9)희망온돌사업 활성화

307-02
민간경상보조 15,000,00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3,998,000 50,000,000

2013-12-13 어르신상담센터 이전을 위한 전용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3,164,969,000 50,000,00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신노년층 제2인생설계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330,000,000 330,000,000

2013-12-13
'13.12월 임차계약 예정인 도심권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
용신노년층 제2인생설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30,000,0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54,334,000 20,000,000

2013-12-18 인권실태조사자 수당 지급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08,200,000 125,000,000

2013-04-12
행복플러스가게 신규설치(어린이대공원점)에
따른 전용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70,000,000 125,000,0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64,000,000 150,000,000

2013-12-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전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1,827,645,000 15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234,989,000 67,491,000

2013-12-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2,627,645,000 67,491,0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153,626,000 14,095,000

2013-12-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1,995,000 14,095,0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167,498,000 13,872,000

2013-12-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전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344,722,000 13,872,0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22,138,887,000 400,000,000

2013-12-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전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2,227,645,000 400,000,0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300,000,000 250,000,000

2013-12-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전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1,977,645,000 250,000,0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
원과

취약계층지원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3,999,991,000 40,000,000

2013-11-15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복
지카드 원스톱 발급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부족 예산확보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183,784,000 40,000,0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
원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853,448,000 49,000,000

2013-09-09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지원사업을 위한 전
용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134,784,000 49,000,0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
원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731,548,000 8,301,000

2013-12-18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복
지카드 원스톱 발급"건수가 카드 유효기간 도
래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전용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223,784,000 8,301,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8,694,760,000 233,572,000

2013-11-25 거리 노숙인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거리노숙인 보호
402-02
민간대행사업비 233,572,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8,461,188,000 28,970,000

2013-11-25 거리 노숙인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거리노숙인 보호
401-01
시설비 28,970,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8,179,152,000 58,886,000

2013-12-05
법령개정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른
전용

거리노숙인 보호
402-02
민간대행사업비 233,572,000 58,886,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7,969,184,000 119,723,000

2013-12-16 노숙인 시설 소방설비 설치

거리노숙인 보호
402-01
민간자본보조 119,723,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8,120,266,000 20,460,000

2013-12-05
법령개정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른
전용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375,160,000 20,46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8,099,806,000 111,152,000

2013-12-05
법령개정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른
전용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402-01
민간자본보조 483,757,000 111,152,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238,500,000 57,960,000

2013-08-06 노숙인재활시설기능보강비지원을 위한 전용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235,000,000 57,960,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7,988,654,000 19,470,000

2013-12-05
법령개정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른
전용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402-01
민간자본보조 121,174,000 19,470,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1,553,184,000 135,000,000

2013-03-29
소방시설 설치 및 천정텍스(석면)제거를 위한
전용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00,000,000 135,000,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687,444,000 80,000,000

2013-03-29
소방시설 설치 및 천정텍스(석면)제거를 위한
전용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460,000,000 80,000,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8,432,218,000 229,791,000

2013-12-05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전용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837,235,000 229,791,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8,202,427,000 23,275,000

2013-12-05
다일작은천국 입소인원 증가 등으로 인한 운영
비 확보를 위한 전용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300,268,000 23,275,00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보조
307-05
민간위탁금 10,919,738,000 724,000

2013-04-15
토지면적 증가로 인한 매매대금 증액분 확보를
위한 전용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보조
401-01
시설비 724,00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심혈관질환 예방 코호트사업
307-05
민간위탁금 350,000,000 350,000,000

2013-11-15
민간위탁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 결과 위탁사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되어 사무관리비로
전용심혈관질환 예방 코호트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50,000,00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
램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5,765,000,000 21,300,000

2013-06-20
서울시 응급의료개선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전
용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

램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1,300,00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

307-10
사회복지보조 14,783,375,000 341,003,000

2013-09-2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확보를
위한 전용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

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431,491,000 341,003,00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의료지원형 거주시
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478,082,000 1,675,000

2013-07-29
시립 의료지원형 거주시설 이음의 LH공사 임차
료 확보를 위한 전용정신질환자 의료지원형 거주시

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675,000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보건의료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200,000,000 200,000,000

2013-08-20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측정 필수장
비 구입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보건의료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206-01
재료비 588,120,000 34,300,000

2013-11-01
결핵 역학조사 관리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전용

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
206-01
재료비 110,000,000 34,300,00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보건의료

청사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154,114,000 157,720,000

2013-03-28 청소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

청사시설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7,72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16,277,000 334,801,000

2013-03-05 청소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4,801,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81,476,000 524,000

2013-03-05 청소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24,000

은평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490,174,000 270,678,000

2013-03-04 청소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0,678,000

은평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219,496,000 496,000

2013-03-04 청소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96,000

서북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46,160,000 329,750,000

2013-03-04 청소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9,750,000

서북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16,410,000 1,402,000

2013-03-04 청소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00 1,402,000

서북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
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98,899,000 195,596,000

2013-11-25 공공요금부족으로 인한 전용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668,191,000 195,596,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
과

대기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9,000,000 24,970,000

2013-12-19
에코하우스를 활용한 원전하나줄이기 홍보 강
화를 위해 기자재 확보 필요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752,000 24,970,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
과

대기

태양광설비 A/S지원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25,000,000 6,239,000

2013-09-02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로 서버
구축과 공공기관 61개소 현장통신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 추가 필요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45,000,000 6,239,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
과

대기

태양광설비 A/S지원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18,761,000 15,752,000

2013-09-02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로 서버
구축과 공공기관 61개소 현장통신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 추가 필요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752,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
과

대기

태양광설비 A/S지원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03,009,000 50,647,000

2013-09-02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로 서버
구축과 공공기관 61개소 현장통신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 추가 필요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50,6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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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
과

대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402-01
민간자본보조 10,814,000,000 600,000,000

2013-11-12
CNG버스 타충전소 이용 관련 운전자 격려금
부족분 충당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07-02
민간경상보조 2,186,000,000 600,000,000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
과

대기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46,244,980,000 30,000,000

2013-10-04
저공해조치 명령, 조치 미이행차량 촉구 안내
를 위한 우편요금
부족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20,200,000 30,000,000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
과

대기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
산

201-03
행사운영비 70,000,000 20,000,000

2013-08-26
행사운영비 일부를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여
민관사업 공동추진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
산

307-04
민간행사보조 20,000,00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폐기물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 60,000,000

2013-11-14
중국발 스모그 발생 관련 도로물청소 강화를
위한 용수 사용요금 부족분 확보도로물청소 용수 사용요금 지

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50,000,000 60,000,00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폐기물

망우산 빗물저류조 취수시설
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 30,000,000

2013-11-14
중국발 스모그 발생 관련 도로물청소 강화를
위한 용수 사용요금 부족분 확보도로물청소 용수 사용요금 지

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10,000,000 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남산 예술센터 운영 및 문화시
설 보수

307-05
민간위탁금 2,201,571,000 6,843,000

2013-11-01 연희문학창작촌 부지 내 경호동 건물 유지보수
남산 예술센터 운영 및 문화시
설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975,000,000 6,843,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답십리 고미술전시관 조성, 운
영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0,000 1,200,000,000

2013-11-28
당초 매입을 통해 고미술전시장을 조성하려하
였으나 적정부지가 없어 임대로 변경함에 따라
임대료 부족분에 대한 전용답십리 고미술전시관 조성, 운

영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0 1,20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30,000,000 8,002,000

2013-12-09

`13년 사업 제안 심의후 심의의견을 반영한 세
부계획이 제출되는 `13년 10월이후 결정되므로
예산과목별 예산액과 지원 필요액 차이에 대
한 전용임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34,000,000 8,002,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9,000,000 37,308,000

2013-12-09

`13년 사업 제안 심의후 심의의견을 반영한 세
부계획이 제출되는 `13년 10월이후 결정되므로
예산과목별 예산액과 지원 필요액 차이에 대
한 전용임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42,002,000 37,308,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월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안내
서 발간

201-01
사무관리비 84,000,000 2,366,000

2013-10-15 본부 대민활동비 부족액 확보를 위한 전용

문화도시 서울 추진
204-03
특정업무경비 112,200,000 2,366,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00 24,000,000

2013-10-15 본부 대민활동비 부족액 확보를 위한 전용

문화도시 서울 추진
204-03
특정업무경비 114,566,000 24,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00 115,000,000

2013-11-04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의 당초 국비 가내시금
액보다 더 많은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문화예
술과 소관 사업비를 일부 전용하여 우리시 부
담분을 마련하고자 함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675,000,000 115,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문화예술축제행사 평가시행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 200,000,000

2013-06-21
서울시 축제에 대한 종합관리를 위하여 평가
예산을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문화예술축제행사 평가시행
306-01
출연금 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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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산업과

문화예술

패션지원센터 운영 및 봉제산
업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105,000,000 100,000,000

2013-05-21
봉제산업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예산전용요구
관련(문화산업과-4704, `13.5.20)패션지원센터 운영 및 봉제산

업 육성
307-05
민간위탁금 1,921,000,000 10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
문화재과

문화재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201-01
사무관리비 206,100,000 16,962,000

2013-12-12
문화재지정신청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체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조사 및 자료관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하고자 함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16,962,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
문화재과

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
템 발굴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20,000,000

2013-10-25
아리랑 세계화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한 포럼 개최비 지원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

템 발굴
307-02
민간경상보조 2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
도성도감

문화재

한양도성 학술행사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0 21,429,000

2013-09-17

학술행사 행사운영비중 불용으로 예상되는 예
산 중 담쟁이 사업의 국비교부금(50,000천원)
에 대한 시비 매칭분만큼(21,429원)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서울 한양도성 담쟁이 제거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00 21,429,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
진흥과

체육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8,667,474,000 110,000,000

2013-11-12 생활체육지도자사업 예산전용 계획(2013.1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6,780,624,000 11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
진흥과

체육

강북관광체육벨트조성 타당성
용역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00 150,000,000

2013-11-12 생활체육지도자사업 예산전용계획(2013.1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6,630,624,000 15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정책과

관광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307-05
민간위탁금 1,340,000,000 490,000,000

2013-06-13 청와대사랑채 직영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00,000 49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정책과

관광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307-05
민간위탁금 548,000,000 448,000,000

2013-06-13 청와대사랑채 직영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201-02
공공운영비 63,000,000 448,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정책과

관광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307-05
민간위탁금 850,000,000 302,000,000

2013-06-13 청와대사랑채 직영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201-01
사무관리비 97,000,000 302,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정책과

관광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
발 활용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716,000,000 120,000,000

2013-10-15
견지동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예산확보견지동 문화관광자원 조성 타

당성 조사
207-01
연구용역비 90,140,000 12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정책과

관광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
발 활용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974,000,000 258,000,000

2013-07-19
명동관광정보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용
확보

관광안내소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4,940,900,000 258,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정책과

관광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307-05
민간위탁금 100,000,000 100,000,000

2013-07-19
명동관광정보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 확
보

관광안내소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198,900,000 10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
디자인과

지역및도시

공공시설물 공모전
301-12
기타보상금 75,000,000 20,000,000

2013-03-22
2013 공공시설물 공모전 표준형디자인 개발 추
진계획(공공디자인과-3693,`13.3.21)

공공시설물 공모전
401-01
시설비 144,000,000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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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사업과

관광

한류문화 활용 서울마케팅
307-04
민간행사보조 300,000,000 61,600,000

2013-12-19
2013 문화콘텐츠 활용마케팅 변경계획(관광사
업과-12878, 2013.12.18)에 따름

한류문화 활용 서울마케팅
201-01
사무관리비 1,100,000,000 61,6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
사업과

관광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 31,000,000

2013-12-11

시장 요청사항(희망일기)인 「민간 관광 홍보
물 비치·관리」를 자치구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진행실적이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
울시가 직접 시범적으로 역할 수행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 31,000,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
과

체육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
영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96,340,000 60,000,000

2013-12-18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계획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010,328,000 60,000,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
과

체육

시설물 관리 물품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70,130,000 65,000,000

2013-12-18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계획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945,328,000 65,000,00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17,904,000 567,000,000

2013-06-25 내부 개보수 및 자산취득비로 사업예산 전용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17,096,000 567,000,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시청사 청소관리용역
201-02
공공운영비 4,041,843,000 3,000,000,000

2013-02-07
청소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임
예산 확보

시청사 청소관리용역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00,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307-05
민간위탁금 51,000,000 51,000,000

2013-04-24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 직접 사업으로 추
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201-01
사무관리비 51,000,000

행정국 인력개발과 일반행정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501-01
민간융자금 4,000,000,000 185,000,000

2013-12-30
선택적복지 부족예산 발생으로 인한 주택전세
금 지원 예산 전용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6,978,286,000 185,0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201-03
행사운영비 24,000,000 24,000,000

2013-11-13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24,0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200,000 4,200,000

2013-11-13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24,000,000 4,2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307-05
민간위탁금 428,700,000 177,800,000

2013-11-13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28,200,000 177,800,000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일반행정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156,000 137,312,000

2013-04-29
기능개발추가비 발생에 따른 전산개발비 증가,
해외 공공정보 공개시스템 오픈소스 활용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소정보소통광장 고도화

207-02
전산개발비 638,768,000 137,312,000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일반행정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62,844,000 8,100,000

2013-05-15

'투명한 도시 서울' BI 및 슬로건 공모계획 추
진(정보공개정책과-8456,13.5.13) 관련, 정보
관리강화 예산과목인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사
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을 전용하여정보소통광장 고도화

301-12
기타보상금 8,100,000



과 목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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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련원 일반행정

수련원 청소 등 위탁관리용역
201-01
사무관리비 512,620,000 260,200,000

2013-03-05
청소,세탁 기간제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예
산 전용

수련원 청소 등 위탁관리용역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200,000

재무국 재무과 일반행정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201-01
사무관리비 70,330,000 3,040,000

2013-03-11
2013년 희망기업 제품구매 확대추진과 관련 ’
12년 구매내역 전수조사에 필요한 기간제(초단
시간) 근로자 보수예산 확보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40,000

재무국 재무과 일반행정

2012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11,932,000 2,250,000

2013-06-11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
례가 개정되어 총 결산검사 기간이 당초 30일
에서 35일로 늘어남에 따라 늘아난 5일분의 여
비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전용 필요2012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301-12
기타보상금 13,500,000 2,250,000

재무국 재무과 기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01-02
기타직보수 59,126,212,000 792,544,000

2013-02-27
성과상여금의 실제 지급 기준인 월보수액의 상
승으로 인해 예산 부족분 발생

인력운영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36,288,573,000 792,544,000

재무국 자산관리과 일반행정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600,000,000 36,000,000

2013-07-03
자산관리과-5186(2013.4.26.)호와 관련, 환원
대상 시유재산 조사발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사업추진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000,00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유아및초중등교육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908,000 1,908,000

2013-04-24
강원도 폐교활용 체험학습장 설치 추진 방법
변경에 다른 예산 전용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092,000 1,908,00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유아및초중등교육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82,900,000 40,808,000

2013-04-24
강원도 폐교활용 체험학습장 설치 추진 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401-01
시설비 40,808,00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유아및초중등교육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42,092,000 25,000,000

2013-04-24
강원도 폐교활용 체험학습장 설치 추진 방법
변경에 다른 예산 전용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00,00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유아및초중등교육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7,092,000 17,092,000

2013-04-24
강원도 폐교활용 체험학습장 설치 추진 방법
변경에 다른 예산 전용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092,00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유아및초중등교육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00 30,000,000

2013-02-13
청소년수련관 배제로 교육적 파급효과가 큰 사
업소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확대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0 30,000,000

품질시험소 총무과 도로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02,090,000 1,339,000

2013-03-12 사업시행방법의 변경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7,005,000 1,339,000

품질시험소 총무과 도로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52,100,000 50,010,000

2013-03-12 사업시행방법 변경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10,000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
과

지역및도시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99,239,000 90,000,000

2013-02-04 청소근로자 준공무직 전환 관련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749,000 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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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201-02
공공운영비 872,075,000 221,184,000

2013-03-14 청소인력 임금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1,184,00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ㆍ수질

빗물관리시설 확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75,000,000 30,000,000

2013-07-01
2013년 예산 조기소진으로, 대기중인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용

빗물관리시설 확충
307-02
민간경상보조 30,000,000 30,000,00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
원회 운영

202-03
국외업무여비 45,000,000 5,786,000

2013-04-19
선진유럽도시 마을만들기 및 건축문화 활용사
례조사(건축기획과-6794, 2013.4.9)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

원회 운영
301-07
민간인국외여비 5,786,00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

희망의 집수리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 1,200,000,000 5,520,000

2013-11-25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전
용(공동주택과-17553, 2013.11.22.)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52,500,000 5,520,00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지역및도시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400,000,000 12,000,000

2013-09-04
서촌현장사무소개설에 따른 운영비 확보(건축
기획과-17469,2013.9.1)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지역및도시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388,000,000 2,000,000

2013-09-04
서촌현장사무소개설에 따른 운영비 확보(건축
기획과-17469,2013.9.1)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201-02
공공운영비 2,000,000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지역및도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
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95,250,000 60,000,000

2013-10-10
2013년 맑은 아파트만들기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조사에 따른 예산확보(공동주택과-147
98,20131007)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

화
201-01
사무관리비 166,300,000 60,000,00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남산공원 회현지구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354,000,000 51,137,000

2013-06-19
남산공원 회현지구 정비 3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남산공원 회현지구 정비
401-01
시설비 293,000,000 51,137,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희망서울 나무심기 사업
206-01
재료비 2,860,000,000 500,000,000

2013-04-12 아파트, 상가 꽃, 나무 심기 지원예산 확보

희망서울 나무심기 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6,000,000 500,000,00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산지 전수조사 및 산사태 예방
체계 구축

207-01
연구용역비 2,257,000,000 315,040,000

2013-07-29 사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함
산지 전수조사 및 산사태 예방
체계 구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15,040,00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85,800,000 8,102,000

2013-12-20 12월 기간제등 보수 예산부족분 지급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75,565,000 8,102,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88,000,000 70,000,000

2013-10-19
스라소니 전시장 지붕망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
요구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401-01
시설비 550,000,000 70,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동물원 유지관리
206-01
재료비 2,241,500,000 50,000,000

2013-12-20
화재사고 및 호랑이 사고에 따른 긴급점검비
및 물품 구입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30,070,000 5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소방청사 시설물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95,097,000 1,113,035,000

2013-02-12
청소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소방청사 시설물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13,035,000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재난방재ㆍ민방위

한강안전시스템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92,000,000 30,000,000

2013-01-29 성동구 소화전 동파로 인한 피해주택 예산조치

소방용수시설 보수
301-12
기타보상금 30,000,00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094,788,000 207,515,000

2013-02-12
청소분야 직접 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7,515,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
산과

도로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수준향상

201-02
공공운영비 137,807,000 20,000,000

2013-11-11 대금e바로 기능고도화 사업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PM
S)유지관리

207-02
전산개발비 18,000,000 2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
산과

도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
MIS)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14,897,000 18,000,000

2013-11-11 대금e바로 기능고도화 사업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PM
S)유지관리

207-02
전산개발비 18,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540,000,000 52,059,000

2013-11-25
청사 및 안내센터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통
신 등) 부족분 확보를 위한 전용한강사업본부 청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034,326,000 52,059,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자원봉사자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22,700,000 32,866,000

2013-11-25
청사 및 안내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확보를 위
한 예산전용한강사업본부 청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976,100,000 32,866,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501-01
민간융자금 30,100,000 25,360,000

2013-11-25
청사 및 안내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확보를 위
한 예산전용한강사업본부 청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008,966,000 25,36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
리

207-01
연구용역비 50,000,000 25,000,000

2013-04-24
밤섬 람사르 습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사업
을 위한 전용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

리
307-02
민간경상보조 25,000,000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대학(원) 입시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558,400,000 82,584,000

2013-12-26
전기, 도시가스 요금 증가요인 발생에 따른 에
너지 사용량 증가로 공공요금 부족분 발생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093,730,000 82,584,000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2,781,358,000 1,201,750,000

2013-02-25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전용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1,750,000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연구 교과목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0 36,530,000

2013-04-15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연구 교과목(
SCS) 운영사업 이관에 따른 사업예산 일부 전
용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연구 교과목 운영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530,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15,222,000 230,504,000

2013-01-24 청소 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037,000 230,5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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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84,718,000 29,774,000

2013-01-28 청소 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2,585,000 29,774,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청계천문화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811,825,000 120,000,000

2013-03-12
청소용역근로자 준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필요

청계천문화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427,000 120,0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520,873,000 580,547,000

2013-03-12
청소용역근로자 준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필요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0,547,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940,326,000 3,000,000

2013-03-12
청소용역근로자 준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존 임
대 청소장비 구매필요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100,000 3,0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한양도성 전시관 · 연구소 운
영

201-02
공공운영비 1,693,493,000 195,789,000

2013-10-18
한양도성 부속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전용 사용
계획(`13.10.16)한양도성 전시관 · 연구소 운

영
401-01
시설비 195,789,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한양도성 전시관 · 연구소 운
영

201-02
공공운영비 1,497,704,000 59,560,000

2013-10-18
한양도성 부속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전용 사용
계획(`13.10.16)한양도성 전시관 · 연구소 운

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260,000 59,560,000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화재

박물관 유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466,305,000 308,060,000

2013-02-27 청소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인건비 전용

박물관 유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8,060,000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051,590,000 400,000,000

2013-03-27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전용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14,000 400,000,000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

북서울 미술관 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210,450,000 250,000,000

2013-03-27 청소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전용

북서울 미술관 시설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10,000 250,0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53,959,000 367,542,000

2013-01-22 청소용역원 준공무직 전환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7,542,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
청

301-08
외빈초청여비 80,000,000 16,400,000

2013-08-06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및 방문 관련 예산
전용(의정담당관-7725, 2013.8.5)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

청
201-03
행사운영비 16,4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
청

301-08
외빈초청여비 63,600,000 3,600,000

2013-08-06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및 방문관련 예산전
용(의정담당관-7725, 2013.8.5.)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

의 참석
201-01
사무관리비 3,6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725,405,000 835,179,000

2013-03-12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모니터 활동과 민원내용
에 대한 현장 및 실태조사사업으로 변경 추진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5,1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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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890,226,000 30,000,000

2013-03-12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모니터 활동과 민원내용
에 대한 현장 및 실태조사사업으로 변경 추진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860,226,000 90,000,000

2013-03-12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모니터 활동과 민원내용
에 대한 현장 및 실태조사사업으로 변경 추진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