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22,539,159,052 24,941,74622,564,100,798

500 보조금 3,224,211,184 24,941,7463,249,152,930

510 국고보조금등 3,224,211,184 24,941,7463,249,152,930

511 국고보조금등 3,224,211,184 24,941,7463,249,152,930

01 국고보조금 2,972,324,560 24,898,9012,997,223,461

11,540,23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11,540,233ㅇ 영유아 보육료(보조) 11,540,233,000원

5,907,846<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4,801,846ㅇ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4,801,846,000원

1,106,000ㅇ 정부양곡 할인 지원 1,106,000,000원

1,687<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1,687ㅇ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687,000원

4,010,636<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2,636,636ㅇ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국비) 2,636,636,000원

1,374,000ㅇ 중증장애인연금 1,374,000,000원

80,00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80,000ㅇ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80,000,000원

7,499<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7,499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7,499,000원

3,339,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3,339,000ㅇ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3,339,000,000원

12,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12,000ㅇ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 방제)-국비 12,000,000원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2,992,620 11,08263,003,702

11,082<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11,082ㅇ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1,082,000원

03 기금 188,894,004 31,763188,925,767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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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5,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15,000ㅇ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5,000,000원

16,76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16,763ㅇ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16,763,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704,694,501 13,453,3391,718,147,840

500 보조금 378,911,022 13,453,339392,364,361

510 국고보조금등 378,911,022 13,453,339392,364,361

511 국고보조금등 378,911,022 13,453,339392,364,361

03 기금 361,282,022 13,453,339374,735,361

7,213,15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98,657ㅇ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98,657,000원

3,064,500ㅇ 청년 매입임대 사업 3,064,500,000원

4,050,000ㅇ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4,050,000,000원

6,240,18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548,514ㅇ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548,514,000원

1,014,75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1,014,750,000원

3,590,618ㅇ 국토부「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구축 R&D 사업 3,590,618,000원

1,086,300ㅇ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086,300,000원

21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8,376,613 575,000138,951,613

500 보조금 43,699,500 575,00044,274,500

510 국고보조금등 43,699,500 575,00044,274,500

511 국고보조금등 43,699,500 575,00044,274,500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699,500 575,00044,274,500

575,00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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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75,000ㅇ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575,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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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가족정책실 2,233,329,818 2,221,774,585 11,555,233

(X684,035,731) (X672,480,498) (X11,555,23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부서 : 1,904,188,616 1,892,648,383 11,540,233

(X617,897,049) (X606,356,816) (X11,540,233)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903,749,958 1,892,209,725 11,540,233

(X617,897,049) (X606,356,816) (X11,540,233)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722,668,598 1,711,128,365 11,540,233

(X597,871,519) (X586,331,286) (X11,540,233)

단위 :

(일반회계)

영유아 보육료(보조) 619,965,711 608,425,478 11,540,233

(X338,527,233) (X326,987,000) (X11,540,233)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540,233

11,540,233,000원 = 11,540,233(X11,540,233)ㅇ 영유아 보육료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226,414,216 226,399,216 15,000

(X40,597,632) (X40,582,632) (X15,000)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224,370,627 224,355,627 15,000

(X40,597,632) (X40,582,632) (X15,000)

한부모 가족 지원 39,008,625 38,993,625 15,000

(X11,267,951) (X11,252,951) (X15,000)

단위 :

(일반회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05,000 290,000 15,000

(X160,000) (X145,000) (X15,000)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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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실



15,000,000원 = 15,000(X15,000)ㅇ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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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 351,216,764 351,205,682 11,082

(X15,290,357) (X15,279,275) (X11,082)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부서 : 4,723,370 4,712,288 11,082

(X11,082) (X11,082)

투자유치 활성화정책 : 4,676,312 4,665,230 11,082

(X11,082) (X11,082)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4,676,312 4,665,230 11,082

(X11,082) (X11,082)

단위 :

(일반회계)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054,382 1,043,300 11,082

(X11,082) (X11,082)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082

11,082,000원 = 11,082(X11,082)ㅇ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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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5,290,133,777 5,280,133,608 10,000,169

(X2,529,528,035) (X2,519,527,866) (X10,000,169)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부서 : 2,364,365,725 2,358,457,879 5,907,846

(X1,014,244,636) (X1,008,336,790) (X5,907,846)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 1,831,320,558 1,825,412,712 5,907,846

(X1,014,227,526) (X1,008,319,680) (X5,907,846)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691,450,955 685,543,109 5,907,846

(X464,723,234) (X458,815,388) (X5,907,846)

단위 :

(일반회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663,318,229 658,516,383 4,801,846

(X447,862,000) (X443,060,154) (X4,801,84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01,846

4,801,846,000원 = 4,801,846(X4,801,846)ㅇ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14,948,500 13,842,500 1,106,000

(X14,426,000) (X13,320,000) (X1,106,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6,000

1,106,000,000원 = 1,106,000(X1,106,000)ㅇ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부서 : 1,644,328,433 1,644,326,746 1,687

(X1,167,004,236) (X1,167,002,549) (X1,687)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634,288,993 1,634,287,306 1,687

(X1,167,004,236) (X1,167,002,549) (X1,687)

치매어르신지원강화 164,117,555 164,115,868 1,687

(X2,930,554) (X2,928,867) (X1,687)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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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4,035,379 4,033,692 1,687

(X845,100) (X843,413) (X1,687)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687

1,687,000원 = 1,687(X1,687)ㅇ 노인복지시설(법인,국고보조)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515,322,390 511,311,754 4,010,636

(X192,652,201) (X188,641,565) (X4,010,636)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499,924,930 495,914,294 4,010,636

(X192,652,201) (X188,641,565) (X4,010,63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476,285,112 472,274,476 4,010,636

(X192,570,445) (X188,559,809) (X4,010,636)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국비) 191,480,230 188,843,594 2,636,636

(X96,245,663) (X93,609,027) (X2,636,63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36,636

2,636,636,000원 = 2,636,636(X2,636,636)ㅇ 국고보조금

중증장애인연금 106,893,803 105,519,803 1,374,000

(X63,487,000) (X62,113,000) (X1,374,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74,000

1,374,000,000원 = 1,374,000(X1,374,000)ㅇ 중증장애인연금

복지본부 자활지원과부서 : 121,193,375 121,113,375 80,000

(X51,221,202) (X51,141,202) (X80,000)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49,985,584 49,905,584 80,000

(X4,890,888) (X4,810,888) (X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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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본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3,847,696 23,767,696 80,000

(X3,745,888) (X3,665,888) (X80,000)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6,972,675 6,892,675 80,000

(X2,715,436) (X2,635,436) (X8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80,000

80,000,000원 = 80,000(X80,000)ㅇ 시립 은평의마을 운영(국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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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지본부



문화본부 450,296,449 450,288,950 7,499

(X93,918,876) (X93,911,377) (X7,499)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부서 : 37,206,578 37,199,079 7,499

(X10,296,366) (X10,288,867) (X7,499)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37,081,656 37,074,157 7,499

(X10,296,366) (X10,288,867) (X7,499)

도서관 육성지원 19,096,727 19,089,228 7,499

(X2,230,366) (X2,222,867) (X7,499)

단위 :

(일반회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940,637 2,933,138 7,499

(X1,474,068) (X1,466,569) (X7,49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99

7,499,000원 = 7,499(X7,499)ㅇ 개관시간 연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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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400,030,319 396,691,319 3,339,000

(X122,278,100) (X118,939,100) (X3,339,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부서 : 71,255,485 67,916,485 3,339,000

(X48,561,400) (X45,222,400) (X3,339,000)

기후변화 총괄 대응정책 : 71,209,865 67,870,865 3,339,000

(X48,561,400) (X45,222,400) (X3,339,000)

친환경차량 보급 63,685,731 60,346,731 3,339,000

(X45,591,000) (X42,252,000) (X3,339,000)

단위 :

(일반회계)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9,818,000 6,479,000 3,339,000

(X8,716,000) (X5,377,000) (X3,339,000)

(100-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3,339,000

3,339,000,000원 = 3,339,000(X3,339,000)ㅇ 완속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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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436,996,344 436,979,581 16,763

(X115,695,756) (X115,678,993) (X16,76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부서 : 102,041,993 102,025,230 16,763

(X40,614,019) (X40,597,256) (X16,763)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101,497,618 101,480,855 16,763

(X40,595,644) (X40,578,881) (X16,763)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51,096,842 51,080,079 16,763

(X21,213,380) (X21,196,617) (X16,763)

단위 :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861,723 844,960 16,763

(X488,004) (X471,241) (X16,763)

(100-307-05) 민간위탁금 16,763

16,763,000원 = 16,763(X16,763)ㅇ 광역치매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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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890,702,988 890,127,988 575,000

(X20,828,375) (X20,253,375) (X575,000)

(소8,283,282) (소8,283,28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부서 : 352,934,583 352,359,583 575,000

(X20,715,500) (X20,140,500) (X575,000)

도로 건설정책 : 352,718,799 352,143,799 575,000

(X20,715,500) (X20,140,500) (X575,000)

광역도로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616,768 35,041,768 575,000

(X20,715,500) (X20,140,500) (X575,000)

단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20,429,768 19,854,768 575,000

(X10,575,000) (X10,000,000) (X575,000)

(210-401-01) 시설비 575,000

575,000,000원 = 575,000(X575,000)ㅇ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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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1,559,263,638 1,545,810,299 13,453,339

(X528,570,361) (X515,117,022) (X13,453,33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부서 : 1,110,838,747 1,103,625,590 7,213,157

(X362,881,385) (X355,668,228) (X7,213,157)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892,569,614 885,356,457 7,213,157

(X362,881,385) (X355,668,228) (X7,213,157)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236,227,803 229,113,303 7,114,500

(X127,900,151) (X120,785,651) (X7,114,5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154,063,000 150,013,000 4,050,000

(X71,550,000) (X67,500,000) (X4,050,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4,050,000

4,050,000,000원 = 4,050,000(X4,050,000)ㅇ 기존주택 매입 국고보조

청년 매입임대 사업 30,645,000 27,580,500 3,064,500

(X30,645,000) (X27,580,500) (X3,064,5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3,064,500

3,064,500,000원 = 3,064,500(X3,064,500)ㅇ 청년 매입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434,049,702 433,951,045 98,657

(X84,981,234) (X84,882,577) (X98,657)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36,518,957 236,420,300 98,657

(X28,647,194) (X28,548,537) (X98,657)

(20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8,657

98,657,000원 = 98,657(X98,657)ㅇ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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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부서 : 418,897,768 412,657,586 6,240,182

(X165,688,976) (X159,448,794) (X6,240,182)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418,831,152 412,590,970 6,240,182

(X165,688,976) (X159,448,794) (X6,240,182)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267,981,222 262,827,340 5,153,882

(X164,602,676) (X159,448,794) (X5,153,882)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47,984,750 46,970,000 1,014,750

(X21,264,750) (X20,250,000) (X1,014,75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014,750

1,014,750,000원 = 1,014,750(X1,014,750)ㅇ 국고보조금

국토부「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구축 R&D 사업 4,004,618 414,000 3,590,618

(X3,590,618) (X3,590,618)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90,618

3,590,618,000원 = 3,590,618(X3,590,618)ㅇ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7,697,290 7,148,776 548,514

(X7,697,290) (X7,148,776) (X548,514)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548,514

548,514,000원 = 548,514(X548,514)ㅇ 국고보조금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정) 114,351,878 113,265,578 1,086,300

(X1,086,300) (X1,086,3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08,586,902 107,500,602 1,086,300

(X1,086,300) (X1,086,300)

(20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86,300

1,086,300,000원 = 1,086,300(X1,086,300)ㅇ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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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445,545,134 445,533,134 12,000

(X26,700,289) (X26,688,289) (X12,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51,252,923 51,240,923 12,000

(X7,670,256) (X7,658,256) (X12,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51,076,913 51,064,913 12,000

(X7,670,256) (X7,658,256) (X12,000)

생태계 보전사업 24,329,413 24,317,413 12,000

(X7,230,256) (X7,218,256) (X12,000)

단위 :

(일반회계)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 방제)-국비 2,311,125 2,299,125 12,000

(X1,533,239) (X1,521,239) (X12,000)

(100-303-01) 포상금 12,000

12,000,000원 = 12,000(X12,000)ㅇ 지자체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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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푸른도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