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25,206,856,718 1,013,49925,207,870,217

300 지방교부세 182,530,359 700,000183,230,359

310 지방교부세 182,530,359 700,000183,230,359

311 지방교부세 182,530,359 700,000183,230,359

02 특별교부세 3,530,000 700,0004,230,000

4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400,000ㅇ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400,000,000원

300,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300,000ㅇ 은평구 응암동 일대 집중호우 응급복구 사업 300,000,000원

500 보조금 3,621,913,191 313,4993,622,226,690

510 국고보조금등 3,621,913,191 313,4993,622,226,690

511 국고보조금등 3,621,913,191 313,4993,622,226,690

01 국고보조금 3,351,690,125 75,1993,351,765,324

6,23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6,231ㅇ 취약위기가족지원 6,231,000원

6,5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6,500ㅇ 민방위 교육훈련-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6,500,000원

2,759<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2,759ㅇ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2,759,000원

5,196<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5,196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196,000원

17,000< 행정국 자치행정과 >

17,000ㅇ 유해매장 추정지 등 17,000,000원

27,00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27,000ㅇ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27,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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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40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6,400ㅇ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6,400,000원

4,11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4,113ㅇ 가축방역-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4,113,000원

03 기금 207,088,884 238,300207,327,184

19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190,000ㅇ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190,000,000원

2,00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2,000ㅇ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난청조기진단 2,000,000원

46,00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46,000ㅇ 병원감염관리-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계 운영 46,000,000원

30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300ㅇ 축사시설현대화 3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817,338,439 14,490,7311,831,829,170

500 보조금 309,703,743 14,490,731324,194,474

510 국고보조금등 309,703,743 14,490,731324,194,474

511 국고보조금등 309,703,743 14,490,731324,194,474

03 기금 303,085,743 14,490,731317,576,474

14,490,73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270,000ㅇ 기존주택 매입임대 - 다가구주택 270,000,000원

2,091,000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2,091,000,000원

4,198,481ㅇ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4,198,481,000원

270,00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270,000,000원

7,661,250ㅇ 청년 매입임대 사업 7,661,25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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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2,422,931,527 2,422,525,296 406,231

(X772,222,052) (X772,215,821) (X6,23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96,749,484 96,349,484 400,000

(X21,597,883) (X21,597,883)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94,505,226 94,105,226 400,000

(X21,597,883) (X21,597,883)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35,373,733 34,973,733 400,000

(X11,080,832) (X11,080,832)

단위 :

(일반회계)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312,602 1,912,602 4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400,000

400,000,000원 = 400,000ㅇ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398,957,635 398,951,404 6,231

(X141,769,342) (X141,763,111) (X6,231)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392,273,731 392,267,500 6,231

(X141,769,342) (X141,763,111) (X6,231)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7,269,378 7,263,147 6,231

(X1,730,345) (X1,724,114) (X6,231)

단위 :

(일반회계)

취약위기가족지원 531,366 525,135 6,231

(X341,200) (X334,969) (X6,23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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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실



6,231,000원 = 6,231(X6,231)ㅇ 취약, 위기가족 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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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3,919,715 3,913,215 6,500

(X598,563) (X592,063) (X6,5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부서 : 3,919,715 3,913,215 6,500

(X598,563) (X592,063) (X6,500)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정책 : 3,763,108 3,756,608 6,500

(X598,563) (X592,063) (X6,500)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1,150,783 1,144,283 6,500

(X337,113) (X330,613) (X6,500)

단위 :

(일반회계)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6,500 0 6,500

(X6,500) (X6,500)

(100-201-01) 사무관리비 6,500

6,500,000원 = 6,500(X6,500)ㅇ 제43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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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상기획관



경제진흥본부 328,204,089 328,201,330 2,759

(X16,421,348) (X16,418,589) (X2,759)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부서 : 15,255,496 15,252,737 2,759

(X2,043,259) (X2,040,500) (X2,759)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정책 : 9,499,120 9,496,361 2,759

(X461,259) (X458,500) (X2,759)

도시농업육성 지원 9,499,120 9,496,361 2,759

(X461,259) (X458,500) (X2,759)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62,759 60,000 2,759

(X62,759) (X60,000) (X2,75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59

2,759,000원 = 2,759(X2,759)ㅇ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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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503,935,935 503,930,739 5,196

(X103,482,595) (X103,477,399) (X5,196)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부서 : 35,340,871 35,335,675 5,196

(X6,783,015) (X6,777,819) (X5,196)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35,210,629 35,205,433 5,196

(X6,783,015) (X6,777,819) (X5,196)

도서관 육성지원 18,837,154 18,831,958 5,196

(X2,374,015) (X2,368,819) (X5,196)

단위 :

(일반회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505,434 3,500,238 5,196

(X1,755,315) (X1,750,119) (X5,19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96

5,196,000원 = 5,196(X5,196)ㅇ 개관시간 연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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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화본부



행정국 3,680,232,603 3,680,215,603 17,000

(X1,937,434) (X1,920,434) (X17,000)

행정국 자치행정과부서 : 3,436,634,329 3,436,617,329 17,000

(X1,937,434) (X1,920,434) (X17,000)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정책 : 54,101,091 54,084,091 17,000

(X1,937,434) (X1,920,434) (X17,000)

시민참여 강화 54,101,091 54,084,091 17,000

(X1,937,434) (X1,920,434) (X17,000)

단위 :

(일반회계)

유해매장추정지 등 17,000 0 17,000

(X17,000) (X17,000)

(100-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00

2,000,000원 = 2,000(X2,000)ㅇ 합동추모제 운영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15,000,000원 = 15,000(X15,000)

ㅇ 2018년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 등(전국합동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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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행정국



시민건강국 469,886,803 469,610,990 275,813

(X131,498,283) (X131,222,470) (X275,81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52,221,792 152,031,792 190,000

(X14,745,899) (X14,555,899) (X190,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51,085,236 150,895,236 190,000

(X14,745,899) (X14,555,899) (X190,00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26,999,256 26,809,256 190,000

(X8,910,771) (X8,720,771) (X19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324,000 134,000 190,000

(X190,000) (X19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90,000

190,000,000원 = 190,000(X190,000)ㅇ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부서 : 124,570,596 124,541,596 29,000

(X54,746,894) (X54,717,894) (X29,000)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124,449,691 124,420,691 29,000

(X54,728,519) (X54,699,519) (X29,000)

건강생활 기반 조성 10,917,982 10,890,982 27,000

(X5,618,425) (X5,591,425) (X27,000)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27,000 0 27,000

(X27,000) (X27,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7,000

27,000,000원 = 27,000(X27,000)ㅇ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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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민건강국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70,700,333 70,698,333 2,000

(X35,602,290) (X35,600,290) (X2,000)

단위 :

(일반회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난청조기진단 132,000 130,000 2,000

(X62,000) (X60,000) (X2,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

2,000,000원 = 2,000(X2,000)ㅇ 난청 조기검사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부서 : 12,068,712 12,062,312 6,400

(X3,807,584) (X3,801,184) (X6,400)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정책 : 10,796,168 10,789,768 6,400

(X3,491,159) (X3,484,759) (X6,400)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9,820,675 9,814,275 6,400

(X3,391,159) (X3,384,759) (X6,400)

단위 :

(일반회계)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34,400 28,000 6,400

(X22,400) (X16,000) (X6,4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400

6,400,000원 = 6,400(X6,400)ㅇ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부서 : 129,463,600 129,417,600 46,000

(X56,078,038) (X56,032,038) (X46,000)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128,950,790 128,904,790 46,000

(X56,041,697) (X55,995,697) (X46,000)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6,916,862 6,870,862 46,000

(X3,002,292) (X2,956,292) (X46,00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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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민건강국



병원감염관리-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96,000 350,000 46,000

(X396,000) (X350,000) (X46,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000

46,000,000원 = 46,000(X46,000)ㅇ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부서 : 4,002,472 3,998,059 4,413

(X584,453) (X580,040) (X4,413)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정책 : 3,838,951 3,834,538 4,413

(X584,453) (X580,040) (X4,413)

수의공중보건 강화 597,396 592,983 4,413

(X370,703) (X366,290) (X4,413)

단위 :

(일반회계)

가축방역-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546,096 541,983 4,113

(X370,403) (X366,290) (X4,113)

(100-206-01) 재료비 4,113

4,113,000원 = 4,113(X4,113)ㅇ 꿀벌전염병예방사업(응애류약품구매비)

축사시설현대화 300 0 300

(X300) (X3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

300,000원 = 300(X300)ㅇ 축사시설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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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민건강국



주택건축국 1,654,664,585 1,640,173,854 14,490,731

(X508,368,093) (X493,877,362) (X14,490,73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부서 : 1,147,681,262 1,139,750,012 7,931,250

(X359,031,898) (X351,100,648) (X7,931,250)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1,018,636,235 1,010,704,985 7,931,250

(X359,031,898) (X351,100,648) (X7,931,250)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231,601,404 223,670,154 7,931,250

(X102,343,311) (X94,412,061) (X7,931,25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172,333,000 172,063,000 270,000

(X71,820,000) (X71,550,000) (X270,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270,000

270,000,000원 = 270,000(X270,000)ㅇ 기존주택 매입 국고보조

청년 매입임대 사업 29,112,750 21,451,500 7,661,250

(X29,112,750) (X21,451,500) (X7,661,25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7,661,250

7,661,250,000원 = 7,661,250(X7,661,250)ㅇ 기존주택 매입 국고보조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부서 : 480,240,936 473,681,455 6,559,481

(X149,286,195) (X142,726,714) (X6,559,481)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465,881,082 459,321,601 6,559,481

(X149,286,195) (X142,726,714) (X6,559,48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274,782,521 268,223,040 6,559,481

(X113,486,385) (X106,926,904) (X6,559,481)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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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93,070,000 92,800,000 270,000

(X29,070,000) (X28,800,000) (X270,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270,000

270,000,000원 = 270,000(X270,00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국고보조금)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5,770,000 3,679,000 2,091,000

(X5,770,000) (X3,679,000) (X2,091,000)

(204-309-01)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2,091,000

2,091,000,000원 = 2,091,000(X2,091,000)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11,627,351 7,428,870 4,198,481

(X4,198,481) (X4,198,481)

(204-402-03) 민간위탁사업비 2,430,792

2,430,792,000 = 2,430,792(X2,430,792)ㅇ 공덕동 행복주택 공사비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767,689

1,767,689,000원 = 1,767,689(X1,767,689)ㅇ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건설 국고보조금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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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안전국 543,924,237 543,624,237 300,000

(X36,024,470) (X36,024,47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부서 : 273,541,762 273,241,762 300,000

(X6,978,000) (X6,978,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158,198,635 157,898,635 300,000

(X6,978,000) (X6,978,000)

하천복원 및 정비 56,846,092 56,546,092 300,000

(X2,924,000) (X2,924,000)

단위 :

(일반회계)

은평구 응암동 일대 집중호우 응급복구 사업 300,000 0 300,000

(100-401-01) 시설비 300,000

300,000,000원 = 300,000ㅇ 응급복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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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물순환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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