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22,528,929,554 1,617,59522,530,547,149

500 보조금 3,214,281,686 1,617,5953,215,899,281

510 국고보조금등 3,214,281,686 1,617,5953,215,899,281

511 국고보조금등 3,214,281,686 1,617,5953,215,899,281

01 국고보조금 2,962,565,272 1,617,5952,964,182,867

1,441,00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1,441,000ㅇ 정부양곡 할인 지원 1,441,000,000원

49,43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8,982ㅇ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8,982,000원

11,738ㅇ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11,738,000원

28,712ㅇ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국비) 28,712,000원

102,163<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91,763ㅇ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91,763,000원

10,400ㅇ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 10,400,000원

25,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5,000ㅇ 서울의료원 공공프로그램 운영 25,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1 



복지본부 5,280,086,838 5,278,494,243 1,592,595

(X2,519,481,096) (X2,517,888,501) (X1,592,595)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부서 : 2,358,457,879 2,357,016,879 1,441,000

(X1,008,336,790) (X1,006,895,790) (X1,441,0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 1,825,412,712 1,823,971,712 1,441,000

(X1,008,319,680) (X1,006,878,680) (X1,441,000)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685,543,109 684,102,109 1,441,000

(X458,815,388) (X457,374,388) (X1,441,000)

단위 :

(일반회계)

정부양곡 할인 지원 13,842,500 12,401,500 1,441,000

(X13,320,000) (X11,879,000) (X1,441,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41,000

1,441,000,000원 = 1,441,000(X1,441,000)ㅇ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부서 : 1,644,279,976 1,644,230,544 49,432

(X1,166,955,779) (X1,166,906,347) (X49,432)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634,240,536 1,634,191,104 49,432

(X1,166,955,779) (X1,166,906,347) (X49,432)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1,386,576,495 1,386,564,757 11,738

(X1,150,135,998) (X1,150,124,260) (X11,738)

단위 :

(일반회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3,056,581 3,044,843 11,738

(X138,676) (X126,938) (X11,738)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1,738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1 복지본부



11,738,000원 = 11,738(X11,738)ㅇ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43,530,704 43,493,010 37,694

(X12,052,684) (X12,014,990) (X37,694)

단위 :

(일반회계)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917,210 908,228 8,982

(X447,035) (X438,053) (X8,982)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982

8,982,000원 = 8,982(X8,982)ㅇ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국비) 8,796,827 8,768,115 28,712

(X5,874,122) (X5,845,410) (X28,71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712

28,712,000원 = 28,712(X28,712)ㅇ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복지본부 자활지원과부서 : 121,113,375 121,011,212 102,163

(X51,141,202) (X51,039,039) (X102,163)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49,905,584 49,895,184 10,400

(X4,810,888) (X4,800,488) (X10,400)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3,767,696 23,757,296 10,400

(X3,665,888) (X3,655,488) (X10,400)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 1,262,688 1,252,288 10,400

(X636,544) (X626,144) (X10,4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250

7,250,000원 = 7,250(X7,250)

ㅇ 노숙인 재활시설 CCTV 설치(우리집공동체외 6개소)

(100-402-03) 민간대행사업비 3,150

3,150,000원 = 3,150(X3,150)

ㅇ 재활·요양시설 CCTV 설치(은평의마을,비젼트레이닝센터 2개소)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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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69,750,671 69,658,908 91,763

(X46,330,314) (X46,238,551) (X91,763)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69,750,671 69,658,908 91,763

(X46,330,314) (X46,238,551) (X91,763)

단위 :

(일반회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933,075 6,841,312 91,763

(X4,261,251) (X4,169,488) (X91,763)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1,763

91,763,000원 = 91,763(X91,763)ㅇ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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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국 436,938,756 436,913,756 25,000

(X115,638,168) (X115,613,168) (X25,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44,262,182 144,237,182 25,000

(X13,154,644) (X13,129,644) (X25,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43,219,061 143,194,061 25,000

(X13,154,644) (X13,129,644) (X25,000)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65,590,829 65,565,829 25,000

(X525,000) (X500,000) (X25,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의료원 공공프로그램 운영 25,000 0 25,000

(X25,000) (X2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25,000,000원 = 25,000(X25,000)ㅇ 2017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4 시민건강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