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예산이체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4건 1,915,640,000 1,915,640,000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및도시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250,000,000 250,000,000

2015-02-03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이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250,000,000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및도시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401-01
시설비 108,980,000 108,980,000

2015-02-03
(사고이월예산)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이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401-01
시설비 108,980,000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및도시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5,000,000

2015-02-03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인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및도시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000 3,500,000

2015-02-03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인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000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및도시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401-01
시설비 310,000,000 310,000,000

2015-02-03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인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401-01
시설비 310,000,00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지역및도시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401-01
시설비 200,000,000 200,000,000

2015-02-02 2015.1.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
추진단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401-01
시설비 200,000,00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지역및도시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401-01
시설비 94,160,000 94,160,000

2015-02-02
(사고이월예산)
2015.1.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

추진단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401-01
시설비 94,160,00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역및도시

서촌 현장사무소 운영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90,000,000 90,000,000

2015-02-13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촌 현장사무소 운영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90,000,00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역및도시

서촌 현장사무소 운영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 4,000,000 4,000,000

2015-02-13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촌 현장사무소 운영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 4,000,00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역및도시

한옥 옛 길 관리계획 수립
401-01
시설비 50,000,000 50,000,000

2015-02-13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 옛 길 관리계획 수립
401-01
시설비 50,000,00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역및도시

경복궁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
획구역 공공사업

401-01
시설비 300,000,000 300,000,000

2015-02-13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경복궁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
획구역 공공사업

401-01
시설비 300,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를 위한 종합계획(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200,000,000 200,000,000

2015-02-02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를 위한 종합계획(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200,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69,000,000 69,000,000

2015-02-02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69,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
401-01
시설비 231,000,000 231,000,000

2015-02-02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
401-01
시설비 23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