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94건 892,338,841,000 30,403,232,000 30,403,232,000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
체담당관

일반행정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00,000 312,000,000

2016-05-18 2016 지역협치 추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48,000,000 312,000,000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
체담당관

일반행정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프
로젝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000 600,000,000

2016-03-14
방송 협력사업인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해
방송사와의 협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프

로젝트
201-01
사무관리비 154,000,000 600,000,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담당관

일반행정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07-05
민간위탁금 2,969,728,000 223,345,000

2016-11-29
제2시민청 관리비, 임대료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

시민청 운영 및 확산
201-01
사무관리비 152,855,000 223,345,00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일반행정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303-01
포상금 40,068,000 1,938,000

2016-12-23 처분보상금 부족액 발생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303-01
포상금 34,781,000 1,938,00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일반행정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000 100,000,000

2016-07-13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방분권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변경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0,000,000 10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383,333,000 102,318,000

2016-09-29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계획에 따라 리모델
링 면적 일부 감소로 예산절감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7,001,000 102,318,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2,230,758,000 15,000,000

2016-09-29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불용이 예상됨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69,319,000 15,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698,274,000 314,941,000

2016-07-1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절
감분을 활용하여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
안심이' 구축사업 예산확보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07-02
전산개발비 314,941,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844,300,000 146,026,000

2016-07-1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절
감분을 활용하여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
안심이' 구축사업 예산확보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00 146,026,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2,330,758,000 100,000,000

2016-07-1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 감액내시에 따른 시
비매칭액 감액분 활용하여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사업 예산확보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6,570,951,000 169,450,000

2016-04-18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따른 용
역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201-01
사무관리비 51,100,000 169,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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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7,602,000,000 22,000,000

2016-07-15 스토리텔링 공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00,891,000 22,000,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300,000,000 9,135,000,000

2016-12-08
국공립확충 목표달성을 위해 경상보조를 자본
보조로 전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꾀하고
자 함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7,580,000,000 9,135,000,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7,700,000,000 98,000,000

2016-07-15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01
사무관리비 360,000,000 98,000,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
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063,654,000 90,000,000

2016-09-30 저소득층 청소녀 통합건강관리사업 예산확보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9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201-01
사무관리비 71,937,000 42,857,000

2016-03-11
※ 근거 :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
식개선사업 예산집행방향 안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411, ’ 16.1.28)저출산극복 인식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2,857,000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
담당관

유아및초중등교육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
영

307-05
민간위탁금 812,000,000 2,000,000

2016-11-29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 대민활동비 지급

교육지원 행정운영
204-03
특정업무경비 43,800,000 2,000,000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
담당관

평생ㆍ직업교육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93,150,000 80,000,000

2016-11-29
폐기물 처리용역비 80백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
401-01
시설비 3,353,875,000 80,000,000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
담당관

평생ㆍ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270,000,000 30,000,000

2016-05-10
학교민주시민교육 포럼 및 직무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

민주시민교육 추진
703-02
비법정전출금 30,000,00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
관

일반행정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201-01
사무관리비 850,900,000 283,781,000

2016-10-21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금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307-05
민간위탁금 283,781,00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
관

일반행정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201-02
공공운영비 455,000,000 156,677,000

2016-10-21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금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307-05
민간위탁금 283,781,000 156,677,000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일반행정

서울통합보안관제센터 이전 및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50,800,000 125,000,000

2016-04-12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 이전 구축에 따른 사
무용가구 구매 및 상황전광판 설치에 필요한
예산 전용서울통합보안관제센터 이전 및

구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75,170,000 125,000,000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204-03
특정업무경비 288,000,000 4,500,000

2016-12-01
40회 청백봉사상 수상자(배우자) 국외연수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민생사법경찰단-21958,
2016.11.28.)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301-06
민간인국외여비 4,5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세운상가 산업경제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0 130,000,000

2016-03-13 일자리 대장정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전용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
측

201-01
사무관리비 243,218,000 1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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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70,000,000 150,000,000

2016-10-12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대장정 타운
홀콘서트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성화 사업 추
진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

측
201-01
사무관리비 373,218,000 15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0,000 230,000,000

2016-10-12
종로 주얼리, 성수 수제화 등 숙련기술 승계와
일자리 창출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 23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98,000,000 44,000,000

2016-09-27
민간위탁운영평가 및 시의회 동의가 2016. 3.
에 완료되어 미편성함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90,000,000 44,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DMC 택지공급
201-01
사무관리비 582,000,000 45,000,000

2016-09-26
민간위탁 및 시의회동의가 2016년도에 완료되
어 2016년 사업예산 미편성함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45,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DMC 택지공급
201-01
사무관리비 347,000,000 65,000,000

2016-10-26
(가칭)창업모텔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관
련 구조안전진단 및 친환경건축 계획비용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401-01
시설비 270,000,000 65,0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
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2,403,041,000 90,000,000

2016-12-23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설치를 통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

수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4,401,000 90,0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
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307-05
민간위탁금 4,309,068,000 64,401,000

2016-12-23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설치를 통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

수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0 64,401,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
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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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8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
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 500,0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
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0,000,000 155,599,000

2016-12-23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설치를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

수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54,401,000 155,599,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
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988,433,000 200,000,000

2016-12-23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설치를 통한 안전한 전
통시장 조성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

수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4,401,000 200,0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
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3,000,000

2016-10-14 민간소유의 시민시장 홈페이지 개편지원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10,000,000 60,000,000

2016-03-11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비품 구매 비용 전용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000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50,000,000 340,000,000

2016-03-11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시설 공사 비용 전용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34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산업
과

일반행정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306-01
출연금 1,614,033,000 51,877,000

2016-04-20
재단 설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전에 직원
용 사무기기 등 구매설치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1,877,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산업
과

일반행정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306-01
출연금 1,624,033,000 10,000,000

2016-04-20
재단 설립 운영을 위해 사전 임시사무실 인테
리어 공사 등 집행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401-01
시설비 1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산업
과

일반행정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306-01
출연금 1,685,000,000 60,967,000

2016-04-20
재단 설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시사무실
임대료 등 예산전용 집행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0,967,000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무역및투자유치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301-07
외빈초청여비 99,400,000 60,000,000

2016-11-03 외국인투자기업의날 행사 개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
팅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838,960,000 60,000,00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농산물 가공 먹거리 스타트업
단지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470,000,000 440,000,000

2016-11-16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예산전용농산물 가공 먹거리 스타트업

단지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22,000,000 440,000,00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농산물 가공 먹거리 스타트업
단지 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2,000,000 122,000,000

2016-11-16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예산전용농산물 가공 먹거리 스타트업

단지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22,000,000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
책담당관

노동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
성화

201-01
사무관리비 211,000,000 19,800,000

2016-11-11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관련 안전진단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401-01
시설비 19,800,000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
책담당관

노동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7,273,000 57,000,000

2016-10-27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구상하수도협회 건물로 이
전을 위해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비 확보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401-03
시설부대비 57,000,000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
책담당관

노동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1,273,000 34,000,000

2016-10-27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구상하수도협회 건물로 이
전을 위해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비 확보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401-02
감리비 34,000,000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
책담당관

노동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510,000,000 3,398,727,000

2016-10-27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구상하수도협회 건물로 이
전을 위해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비 확보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401-01
시설비 3,398,727,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52,000,000 130,000,000

2016-03-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립기념행사 등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 추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30,000,000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
과

노인ㆍ청소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확대(주
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96,580,000 479,200,000

2016-03-10 인생이모작지원과-2291(2016.3.8.)호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확대(주
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 479,200,000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935,870,000 15,000,000

2016-08-10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예산전용 계획(장애인
자립지원과-10828, 2016.6.29)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1,584,000 15,000,000



과 목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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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보건지소 확충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100,000,000 650,000,000

2016-08-09
보건지소 지원유형이 임대로써 경상보조금으로
교부

보건지소 확충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35,000,000 650,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어린이 주치의
307-05
민간위탁금 260,000,000 260,000,000

2016-03-18 민간위탁사무을 일반용역업무로 변경

어린이 주치의
201-01
사무관리비 40,000,000 260,00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기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402-02
민간대행사업비 391,205,000 391,205,000

2016-03-09
중, 소형 폐가전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 재
정지원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307-05
민간위탁금 391,205,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570,000,000 1,200,000,000

2016-02-12
공예문화산업 마스터플랜 업무 이관에 따른 사
업예산 변경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306-01
출연금 1,200,000,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서울 공예상 공모전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5,000,000

2016-02-12
공예문화산업 마스터플랜 업무이관에 따른 사
업예산 변경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306-01
출연금 1,680,000,000 5,000,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480,000,000 480,000,000

2016-02-12
공예문화산업 마스터플랜 업무이관에 따른 사
업예산 변경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306-01
출연금 1,200,000,000 480,000,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서울 공예상 공모전
201-03
행사운영비 95,000,000 95,000,000

2016-02-12
공예문화산업 마스터플랜 업무이관에 따른 사
업예산 변경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306-01
출연금 1,685,000,000 95,00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서울거리예술축제
201-01
사무관리비 14,000,000 14,000,000

2016-02-23
서울거리예술축제(구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문화예술과-2741, 2016
.2.19)서울거리예술축제

306-01
출연금 14,00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서울거리예술축제
201-03
행사운영비 1,586,000,000 1,586,000,000

2016-02-23
서울거리예술축제(구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문화예술과-2741, 2016
.2.19)서울거리예술축제

306-01
출연금 14,000,000 1,586,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
산 등재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76,040,000 15,000,000

2016-12-15
문화재위원회 운영 심사위원 수당 등 부족분
충당위해 예산 전용

문화재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45,000,000 15,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보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50,000,000 90,000,000

2016-07-27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에 따른 예산전용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

템 발굴 및 등재 추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
산 등재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84,040,000 8,000,000

2016-05-09
석촌동고분군 기초연구사업 국제학술회의 개최
에 따른 예산전용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

산 등재 추진
301-07
외빈초청여비 6,000,000 8,000,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

제100회 전국체전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00 420,000,000

2016-11-22
체육정책과-13530호(2016.11.21) 전광판 개선
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401-01
시설비 800,000,000 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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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949,223,000 780,000,000

2016-11-22
체육정책과-13530호(2016.11.21) 전광판 개선
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401-01
시설비 1,220,000,000 780,000,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3,582,020,000 800,000,000

2016-11-22
체육정책과-13530호(2016.11.21) 전광판 개선
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401-01
시설비 800,000,000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542,182,000 53,364,000

2016-05-27
인턴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주휴수당 포함) 등
을 위한 예산 전용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000,000 53,364,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서울정원박람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82,000,000 112,000,000

2016-06-13
서울정원박람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 및
위원회 운영을 민간이 아닌 사업부서가 직접
시행하고자 예산 전용서울정원박람회

201-01
사무관리비 19,780,000 112,000,000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및도시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29,390,000 4,271,000

2016-07-05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271,000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76,000,000 241,000,000

2016-11-08 공사비 부족으로 시설비로 전용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1,670,000,000 241,000,000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201-02
공공운영비 17,000,000 12,000,000

2016-11-08 공사비 부족으로 시설비로 전용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1,911,000,000 12,000,000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
선과

도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07-05
민간위탁금 35,461,000,000 96,307,000

2016-09-05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라 '15.3. ~ '1
6.12. 토지사용료 총9억원을 편성하여야 하였
으나 부족편성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0 96,307,00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

제설대책추진
206-01
재료비 895,000,000 60,000,000

2016-10-18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겨울철 효
과적인 제설작업 추진

제설대책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4,000,000 60,000,00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

제설대책추진
206-01
재료비 1,660,000,000 765,000,000

2016-10-18
제설 전진기지를 추가 설치하여 겨울철 효과적
인 제설작업 추진

제설대책추진
401-01
시설비 1,760,000,000 765,000,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0 22,120,000

2016-08-19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건축행정시스템
DB암호화 용역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암호화
솔루션 도입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

리
201-01
사무관리비 22,120,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27,880,000 100,000,000

2016-10-14

겸재로 책익는 마을과 연계한 마을공동체주택
사업을 추진 중 전문성 높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대행 방식이 요구되어 사무관리비를 민간
대행사업비로 전용요청(향후 위탁개발할 대상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00,000,000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역및도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
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6,000,000 56,000,000

2016-10-22 하반기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
화

201-01
사무관리비 99,775,000 5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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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지역및도시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679,500,000 223,000,000

2016-05-13 광고물정책 추진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 · 확산
201-01
사무관리비 44,000,000 223,000,000

은평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3,674,301,000 84,000,000

2016-06-24 노후구급차 교체 구입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
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6,670,000 84,000,000

서북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5,698,189,000 40,000,000

2016-12-12
치과외래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 서지보호기
설치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178,990,000 40,000,00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문화예술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0,000 300,000,000

2016-06-03
문체부에서 참여도서관들의 원활한 책이음서비
스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자산성 물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방침 변경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672,400,000 100,000,000

2016-05-03 백남준기념관 조성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
401-01
시설비 200,000,000 100,000,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307-05
민간위탁금 2,323,928,000 49,137,000

2016-12-12
민간위탁 사무인력의 계획 대비 증가에 따른
물품 구입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402-02
민간대행사업비 49,137,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307-05
민간위탁금 2,593,116,000 84,160,000

2016-03-14 서울숲 직영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201-03
행사운영비 34,000,000 84,160,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307-05
민간위탁금 3,064,484,000 85,212,000

2016-03-14 서울숲 직영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35,000,000 85,212,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307-05
민간위탁금 3,638,040,000 573,556,000

2016-03-14 서울숲 직영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3,556,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307-05
민간위탁금 2,979,272,000 386,156,000

2016-03-14 서울숲 직영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201-02
공공운영비 260,000,000 386,156,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307-05
민간위탁금 2,508,956,000 144,160,000

2016-03-14 서울숲 직영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206-01
재료비 58,000,000 144,160,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307-05
민간위탁금 2,364,796,000 7,180,000

2016-03-14 서울숲 직영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900,000 7,18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안전한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3,410,000 17,000,000

2016-12-22
공공요금(가스, 상수도, 전기) 부족에 따른 전
용

동물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809,565,000 1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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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자연학습교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2,772,000 12,000,000

2016-12-22
공공요금(가스, 상수도, 전기) 부족에 따른 전
용

동물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826,565,000 12,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164,586,000 35,000,000

2016-12-22
공공요금(가스, 상수도, 전기) 부족에 따른 전
용

동물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774,565,000 35,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206-01
재료비 194,400,000 26,000,000

2016-12-22
공공요금(가스, 상수도, 전기) 부족에 따른 전
용

동물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838,565,000 26,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0,400,000 10,000,000

2016-12-22
공공요금(가스, 상수도, 전기) 부족에 따른 전
용

동물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764,565,000 10,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846,000,000 800,000,000

2016-05-31
함상공원 조성사업 일정의 차질없는 지행을 위
해 사업비 확보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8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