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29건 1,488,419,921,000 26,474,327,000 26,474,327,00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
담당관

일반행정

서울혁신파크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743,772,000 74,059,000

2015-04-07
사전절차 등 협약체결 지연으로 시설관리용역
근로자 임금 1개월분 전용

서울혁신파크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73,200,000 74,059,00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
담당관

일반행정

공유서울 확산
201-01
사무관리비 212,150,000 6,194,000

2015-07-20
조직개편에 따른 초단시간 근로자 1명 증원으
로 추가비용 발생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387,000 6,194,000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
체담당관

일반행정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53,935,000 57,368,000

2015-07-17
유휴가압장 리모데링 추진에 따른 대부료 직접
납부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의 사무관리
비로의 전용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7,400,000 57,368,000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
체담당관

일반행정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60,000,000 206,065,000

2015-07-17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공모사업의 연속사업
지원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일부
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사용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22,000,000 206,065,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담당관

일반행정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00 15,000,000

2015-10-29 대민활동비(팀장) 부족분 지급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204-03
특정업무경비 72,000,000 15,000,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담당관

일반행정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07-05
민간위탁금 2,550,338,000 84,751,000

2015-11-12 동남권역 시민청 관리비 납부를 위한 예산전용

시민청 운영 및 확산
201-01
사무관리비 322,586,000 84,751,000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
담당관

일반행정

시정여론조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39,100,000 27,458,000

2015-04-20
내 손안에 서울 2015. 3~4월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56,290,000 27,458,00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일반행정

시정계획 수립조정
201-01
사무관리비 254,163,000 24,169,000

2015-09-24
2015년 조직개편(1.1일자)에 따른 기획조정실
부서증가로 초단시간근로자 수요(4명) 증가

시정계획 수립조정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547,000 24,169,000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무역및투자유치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
책교류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634,510,000 100,000,000

2015-05-04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무관리비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집
행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
책교류 활성화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000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무역및투자유치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201-03
행사운영비 203,000,000 24,400,000

2015-06-22 국제기구 행사 식비 등 지출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4,400,000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무역및투자유치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20,892,000 210,380,000

2015-05-04 국제회의 참가확대 및 유치 사업추진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201-01
사무관리비 27,000,000 210,38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무역및투자유치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 300,000,000

2015-10-15
SH공사에 전담조직 설치 및 사업위탁에 따라
예산전용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0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9,000,000 11,981,000

2015-12-0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부족한 우리 시 부담금을 여
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예산 절감분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739,419,000 11,981,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8,000,000 25,000,000

2015-07-09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 30,000,000 30,000,000

2015-07-09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0 3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730,000,000 51,300,000

2015-05-19
서울해바라기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을 위
한 전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524,029,000 51,300,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8,488,358,000 870,386,000

2015-08-26
아동학대예방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구육아종합
지원센터 부족 예산 확보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87,390,000 870,386,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8,580,958,000 92,600,000

2015-08-17

보육담당관-14823(2015.8.5.)호'어린이집시설
물 안전점검추진계획'관련,노후시설어린이집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의필요성이 제기되고있으나
안전점검관련예산이 미편성되어있어 예산을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 어린

이집 서비스 향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0,000,000 92,600,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4,500,000,000 9,600,000,000

2015-05-07
국공립 전환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예산 확보
를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자치단체경상보
조금으로 전용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0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
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570,248,000 3,480,000

2015-09-03
2015.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위워 수당 지급(
가족담당관-15122호, 15.8.2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000,000 3,480,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
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566,768,000 22,519,000

2015-10-28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국
고보조금 확정내시('15.1.7.)에 따라 시비보조
금 매칭액 증액 요청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4,086,000 22,519,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
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943,800,000 800,000,000

2015-12-02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확
보를 위한 전용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700,000,000 80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
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516,083,000 700,000,000

2015-12-02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확
보를 위한 전용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0 70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
관

노인ㆍ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4,962,862,000 528,366,000

2015-12-0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국비:시비=50:5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793,230,000 528,3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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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
관

노인ㆍ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4,434,496,000 41,105,000

2015-12-0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관련 국비 추가 증
액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국비:시비=50:
50)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263,105,000 41,105,0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교육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2,713,000 7,159,000

2015-12-03
ㅁ미및및 ㅊ청소근로자 임금협약 체결결과 가
족수당지급 확정통보로 부족분 전용

민방위교육장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521,000 7,159,000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
당관

일반행정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
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3,600,000 46,100,000

2015-06-03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구
축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

화
207-02
전산개발비 46,100,000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일반행정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149,820,000 21,495,000

2015-11-12
서울시 사이버보안 업무재설계 용역 사업비 집
행 예산 전용지능형 악성코드공격 대응시스

템 확충
201-01
사무관리비 190,685,000 21,495,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1,000,000 12,000,000

2015-09-22
조직개편에 따라 본부 내 부서가 신설됨에 따
라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확보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

측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935,000 12,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000 19,000,000

2015-09-22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정원 증가로 발생한 대
민활동비 부족분 확보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

측
204-03
특정업무경비 114,000,000 19,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 100,000,000

2015-07-16
서울 창조경제 국제 컨퍼런스 행사를 언론사와
공동으로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 공예상 공모전
307-05
민간위탁금 95,000,000 95,000,000

2015-03-31 사업 성격 재검토로 인한 예산변경

서울 공예상 공모전
201-03
행사운영비 95,0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
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1,428,000 50,000,000

2015-11-20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정비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00,000,000 50,000,000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
제과

문화예술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
요기반 확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0,000,000 60,000,000

2015-07-02

자치구를 통한 문화행사 개최 예정이었으나 행
사 중복 및 장소 협소 등으로 시립대학교와 연
계 추진코자 예산과목 변경(자치단체 경상보조
→행사운영비)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
요기반 확충

201-03
행사운영비 60,000,000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
과

노동

서울형 뉴딜일자리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00 70,000,000

2015-07-24
마을공방 육성사업 추가공모에 따른 시비매칭
액 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0,000,000 70,000,000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
과

사회복지일반

마을기업 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47,000,000 60,000,000

2015-11-03
GSEF 운영위원회, 국제세미나 등 행사 추진에
따른 불용 예정 예산을 국제부담금으로 전용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310-02
국제부담금 339,822,000 60,000,000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
과

사회복지일반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과서 모
델 개발

307-05
민간위탁금 190,000,000 190,000,000

2015-05-22
사회적경제 초중등 교과서개발을 위한 직접 수
행초중고 사회적경제 교과서 모

델 개발
201-01
사무관리비 1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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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
과

사회복지일반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800,000,000 73,000,000

2015-09-25 사회책임조달 박람회 행사 용역비 지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160,000,000 73,000,000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
과

사회복지일반

마을기업 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97,000,000 250,000,000

2015-09-07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분 전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768,000,000 250,000,000

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307-05
민간위탁금 14,639,794,000 14,460,000

2015-09-23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산관리관 변경(자산관리과
→창업과)에 따른 부지 및 시설물 관리용역비
필요예산 전용챌린지 1000 프로젝트

201-02
공공운영비 14,460,000

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307-05
민간위탁금 14,625,334,000 200,000,000

2015-10-19
사업추진방식 변경(위탁->자치구 시행)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챌린지 1000 프로젝트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2,033,750,000 350,000,000

2015-07-13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전용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201-03
행사운영비 400,000,000 350,0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030,000,000 500,000,000

2015-07-13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전용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201-03
행사운영비 750,000,000 500,0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8,380,625,000 300,000,000

2015-07-13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전용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250,000,000 300,0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201-02
공공운영비 218,663,000 163,000,000

2015-12-22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급여 부족분 확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530,000,000 163,0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8,080,625,000 78,000,000

2015-07-14 복지플랜시스템 구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218,673,000 78,000,00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10,000,000 20,000,000

2015-02-09
洞마을복지센터의 '달라지는 동주민센터의 기
능'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 및 슬로건 개발을 위해 예산전용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201-01
사무관리비 111,400,000 20,000,00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490,000,000 3,750,000,000

2015-04-08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에 따른 예산의 과목변경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750,000,00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7,706,985,000 655,700,000

2015-04-08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
해 신규인력 채용관련 시험비용 등 예산전용을
통해 예산확보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201-01
사무관리비 131,400,000 655,7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0,000,000 49,102,000

2015-07-17 사회서비스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207-01
연구용역비 49,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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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취약계층지원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391,910,000 150,000,000

2015-10-20
나눔활성화 공모사업 활성화 위해 사무관리비
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35,000,000 150,000,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5,334,174,000 50,000,000

2015-09-07

'15년도 제2호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
가 SBA컨벤션센터내 제2시민청에서 구 영등포
수도사업소로 변경 됨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발생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60,000,000 50,000,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2,456,169,000 255,000,000

2015-10-29
용미리제1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예산전용계
획, 어르신복지과-7706(2015.10.26)

자연장지 조성
402-02
민간대행사업비 595,000,000 255,000,000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
과

노인ㆍ청소년

인생이모작 지원단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90,000,000 28,000,000

2015-10-22 50+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전용

고령자 능력 활용 강화
307-05
민간위탁금 1,529,311,000 28,000,000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
과

노인ㆍ청소년

인생이모작 지원단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0,000 50,000,000

2015-12-15
추진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활용

인생이모작 지원단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5,000,000 50,000,0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2,809,790,000 57,000,000

2015-12-1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건비 부족분 전용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5,993,461,000 57,000,0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607,636,000 38,000,000

2015-07-17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수당 지급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 38,000,0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5,445,402,000 40,150,000

2015-09-10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사업 경비용역으로 전
용어울림플라자(가칭) 리모델링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40,150,0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837,200,000 94,769,000

2015-12-14
장애인복지정책과-7908(2015.12.14)호 관련 /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
시에 따른 시비추가 부담금 필요장애인 일자리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76,180,000 94,769,0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742,431,000 104,905,000

2015-12-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비매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992,964,000 104,905,0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637,526,000 30,259,000

2015-12-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비매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4,826,000 30,259,0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5,774,749,000 13,666,000

2015-12-18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매칭 시비
부족분 전용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526,578,000 13,666,0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6,072,470,000 247,721,000

2015-12-18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매칭 시비 부족분
전용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3,441,394,000 247,721,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5,824,749,000 50,000,000

2015-12-18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매칭 시비 부족분
전용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50,000,000 50,000,000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672,119,000 90,000,000

2015-08-26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시행에 따른 배송건수
증가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156,492,000 90,000,000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의료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649,767,000 30,000,000

2015-06-12
은평의마을 생활인 관리시스템 개선추진 관련
예산전용

노숙인 의료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7,572,307,000 164,937,000

2015-11-26 쪽방상담소의 운영비 보조금(인건비 등) 부족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
상담소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988,177,000 164,937,00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7,407,370,000 103,000,000

2015-11-26 돈의동 쪽방촌 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
상담소 운영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000,000 103,000,00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의료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619,767,000 80,000,000

2015-11-30 은평의마을 기능보강비 부족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622,700,000 80,000,00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희망리본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519,936,000 394,065,000

2015-08-26
국비가 추가로 증액되어 매칭사업인 시비부족
분 발생

희망키움통장Ⅰ·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33,225,000 394,065,00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희망리본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125,871,000 47,542,000

2015-08-26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매칭사업인 시비부족분
이 발생

희망키움통장Ⅰ·Ⅱ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518,598,000 47,542,000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
책과

보건의료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
료서비스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618,571,000 27,000,000

2015-06-19
국고보조금 가내시(50,000천원) 대 확정내시가
27,000천원 증가하여 매칭시비를 확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307-05
민간위탁금 127,000,000 27,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999,000,000 132,037,000

2015-10-22
영보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국비분 추가 교
부로 인한 시비 매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401-01
시설비 1,753,037,000 132,037,000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
책과

보건의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0 70,000,000

2015-05-15
'생명문화 버스' 사업추진을 위한 버스 구매를
위한 예산전용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설치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664,880,000 20,000,000

2015-11-10
희망일터 안전보강을 위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설치

운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00 20,000,000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보건의료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1,000,000 91,000,000

2015-04-13
보조사업자 공모 유찰(2차례)로 일반용역으로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0,200,000 9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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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보건의료

서울 어린이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00,000 110,000,000

2015-03-31
일상감사결과 일반용역진행(협상에의한 계약)
추진으로 예산 전용서울 어린이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 110,000,00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보건의료

SA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206-01
재료비 377,000,000 100,000,000

2015-12-01 국비 내시 증가(1억원)에 따른 예산 증액 요구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관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76,562,000 100,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46,113,000 1,027,000

2015-11-17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확대로 대민활동비 부족
분 추가 확보 필요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

홍보
204-03
특정업무경비 106,200,000 1,027,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84,000,000 100,000,000

2015-03-25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에너지심포지엄 개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
응과

대기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 5,065,000

2015-11-19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부족분 지급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301-11
기타보상금 238,935,000 5,065,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
응과

대기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207-02
전산개발비 118,935,000 118,935,000

2015-11-19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부족분 지급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301-11
기타보상금 120,000,000 118,935,000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대기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64,011,000 100,000,000

2015-06-30
초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대기질 개선 포럼 개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00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폐기물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201-01
사무관리비 125,830,000 100,000,000

2015-04-22
시민과 함께 생활쓰레기 감량 실천 확산 위한
시민 캠페인 개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00 14,000,000

2015-07-09 서울공예문화박물관 학술용역비 추가 확보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207-01
연구용역비 14,000,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000 60,000,000

2015-11-24 외국 전문가 자문비용 확보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77,000,000 60,000,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서교 예술실험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50,000,000 5,620,000

2015-11-23
지급대상 확대, 부서신설 등으로 인한 대민활
동비 부족분 반영

문화도시 서울 추진
204-03
특정업무경비 123,600,000 5,62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시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201-01
사무관리비 298,500,000 9,900,000

2015-10-12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00,000 9,900,000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
술과

문화예술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000 21,500,000

2015-06-25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시비 부족분 발생하여
전용하고자 함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24,500,000 21,5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
술과

문화예술

세계열린미술대축제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000 50,000,000

2015-06-25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 시비 부족금 발생으로
전용하고자 함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774,500,000 50,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보신각 타종행사
201-03
행사운영비 380,000,000 30,000,000

2015-09-08
풍납토성 학술세미나 및 설명회를 위한 예산
전용

풍납토성 복원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400,000,000 2,871,000

2015-07-14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

천연기념물 관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6,700,000 2,871,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1,239,183,000 392,500,000

2015-09-08 여행자편의시설 조성공사를 위해 예산 전용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401-01
시설비 392,500,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846,683,000 7,500,000

2015-09-08
여행자 편의시설 조성공사 감리를 위해 예산
전용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401-02
감리비 7,500,000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사
업과

관광

서울 대표 해외 온라인 마케팅
201-01
사무관리비 1,073,603,000 76,000,000

2015-03-30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전용

서울 대표 해외 온라인 마케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6,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MICE 해외 특화 홍보 및 프로
모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100,000,000

2015-08-03
서울국제MICE 포럼 개최 용역업체선정 공개입
찰을 위한 예산전용MICE 해외 특화 홍보 및 프로

모션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05,054,000 147,054,000

2015-02-16 시설관리원(녹지) 직접 고용

시청사 시설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60,266,000 147,054,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8,000,000 55,000,000

2015-02-16 시설관리원(녹지)직접고용

시청사 시설관리
206-01
재료비 55,000,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00,000 3,000,000

2015-02-16 시설관리원(녹지)직접고용

시청사 시설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9,400,000 3,000,000

행정국 인력개발과 일반행정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501-01
민간융자금 4,000,000,000 150,000,000

2015-12-21 선택적복지 부족분 발생에 따른 예산전용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01-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274,836,000 150,000,000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8,000,000 12,000,000

2015-04-20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
담당관

유아및초중등교육

서울동행프로젝트
307-05
민간위탁금 2,054,479,000 18,000,000

2015-07-22
평생교육정책관 조직개편(15.1.1)으로 인한 6
급 이하 직원 증원 및 소속 5급 팀장 대민활동
비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교육지원 행정운영

204-03
특정업무경비 21,000,000 1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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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
담당관

유아및초중등교육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
설 조성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4,792,000 2,000,000

2015-09-22
지방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관련 예
산 전용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

설 조성 운영
401-01
시설비 775,808,000 2,000,000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
담당관

유아및초중등교육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
영

307-05
민간위탁금 712,000,000 82,000,000

2015-09-21
지방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사업비
부족예산 전용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

설 조성 운영
401-01
시설비 693,808,000 82,000,00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
당관

노인ㆍ청소년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6,051,894,000 102,000,000

2015-07-13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지구단위계획 용역 추
진위한 전용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401-01
시설비 102,000,00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
당관

노인ㆍ청소년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5,949,894,000 30,000,000

2015-10-02
청소년드림센터 이전건립 타당성 등 용역추진
을 위한 예산전용(청소년담당관-15040, 15.9.3
0)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207-01
연구용역비 30,000,00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
당관

노인ㆍ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148,518,000 100,000,000

2015-07-13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
역비 전용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401-01
시설비 102,000,000 100,000,00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
당관

노인ㆍ청소년

아동권리증진제도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60,000,000 12,350,000

2015-07-29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시비 매칭 사업비 확
보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59,650,000 12,35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000 120,000,000

2015-09-14 서울정원박람회 사업비로 예산 전용

서울형 정원박람회
401-01
시설비 120,000,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자연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90,000,000 200,000,000

2015-07-10 서울둘레길 민간위탁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200,000,000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및도시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 18,000,000

2015-04-29
선진건축문화 체험(세계 시티 아키텍 회의참석
등)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301-06
민간인국외여비 18,000,000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20,400,000 13,500,000

2015-10-28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내 부서 증가로 인한 초
단시간근로자수 증가로 보수 부족분 발생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354,000 13,500,00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지역및도시

마포유수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6,300,000

2015-02-03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함
마포유수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00,00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
터

지역및도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
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9,900,000 81,000,000

2015-08-10 수색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계확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
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401-01
시설비 81,000,000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지역및도시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
리공간 만들기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20,000,000

2015-02-26 누리공간 공모전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전용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
리공간 만들기

301-11
기타보상금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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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시민대학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77,750,000 92,810,000

2015-07-09
서울시민대학 중랑학습관(가칭) 설치 운영 관
련 교육 기자재 구입

시민대학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2,810,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IT전문교육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23,290,000 7,000,000

2015-11-20 대민활동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204-03
특정업무경비 65,400,000 7,000,000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
부

보건의료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201-03
행사운영비 35,520,000 13,000,000

2015-08-27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해외초청인사에 대한 여
비 및 식비를 집행하고자 함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301-07
외빈초청여비 13,000,000

은평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3,556,039,000 84,000,000

2015-09-16
기계실 보일러(1호기) 교체설치에 따른 예산전
용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01-01
시설비 100,000,000 84,000,000

은평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3,472,039,000 6,280,000

2015-11-30 지급인원대비 예산편성액이 과소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204-03
특정업무경비 271,200,000 6,280,000

아동복지센터 노인ㆍ청소년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확대

201-02
공공운영비 51,221,000 22,860,000

2015-11-01 준공무직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확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6,362,000 22,860,000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

북서울 미술관 시설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4,867,000 28,178,000

2015-12-29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한 예산 전용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3,243,000 28,178,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7,580,000 19,800,000

2015-06-26
조경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 민사소송 패
소에 따른 퇴직금(원금) 및 이자에 대한 판결
금 지급(서울대공원 조경과-3426호)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345,000 19,800,000

품질시험소 총무과 도로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4,290,000 18,200,000

2015-10-05 위험시설물정비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37,929,000 18,2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
선

201-01
사무관리비 119,600,000 30,000,000

2015-11-03
선박안전법 제 8조(정기검사)에 따라 정기검사
시행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401-01
시설비 471,000,000 30,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146,855,000 65,329,000

2015-10-14
아라호 및 관공선 셔틀페리 운항 등 사업변경
으로 관공선 유류비 등 소요액 증가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78,925,000 65,329,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206-01
재료비 20,000,000 5,500,000

2015-11-18
촉탁계약직(5명) 임금협상에 따른 차액분(1월~
10월) 소급지급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5,726,000 5,5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515,020,000 4,000,000

2015-05-12
교육위원회 황준환 의원 해외비교시찰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민간인국외여비 전용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

의 참석
301-06
민간인국외여비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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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
의 참석

202-03
국외업무여비 140,000,000 600,000

2015-09-30
해외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 활동
보조인력 국외여비 : 김동규(김진철 의원)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

의 참석
301-06
민간인국외여비 4,000,000 6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