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7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

나. 변경요지 : 서울에너지공사 신규융자 발생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805,820,682,000 656,692,682,000 △149,128,000,000 △19%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05,820,682,000 656,692,682,000 △149,128,000,000 △19%

일반공공행정 805,820,682,000 656,692,682,000 △149,128,000,000 △19%

재정ㆍ금융 805,820,682,000 656,692,682,000 △149,128,000,000 △19%

재무활동(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05,820,682,000 656,692,682,000 △149,128,000,000 △19%

내부거래지출(재정투융자기금) 395,687,000,000 385,187,000,000 △10,500,000,000 △3%

기금.특별회계융자지원 395,687,000,000 385,187,000,000 △10,500,000,000 △3%

501 융자금 30,500,000,000 30,500,000,000

501-03 공사ㆍ공단등융자금 30,500,000,000 30,500,000,000 2017.11.08 서울에너지공사융자금

704 예탁금 120,000,000,000 80,000,000,000 △40,000,000,000 △33%

704-01 예탁금 120,000,000,000 80,000,000,000 △40,000,000,000 △33% 2017.11.08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원 감소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75,687,000,000 274,687,000,000 △1,000,000,000 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705-01 예수금원금상환 275,687,000,000 274,687,000,000 △1,000,000,000 0% 2017.11.08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예수금 상환

보전지출(재정투융자기금) 410,133,682,000 271,505,682,000 △138,628,000,000 △34%

여유자금 예치 410,133,682,000 271,505,682,000 △138,628,000,000 △34%

602 예치금 410,133,682,000 271,505,682,000 △138,628,000,000 △34%

602-01 예치금 410,133,682,000 271,505,682,000 △138,628,000,000 △34% 2017.11.08 예수금 수입 등 감소에 따른 예치금 감소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변경 필요

나. 변경요지 :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조기소진에 따른 융자금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237,925,629,000 373,407,629,000 135,482,000,000 5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37,925,629,000 373,407,629,000 135,482,000,000 57%

산업ㆍ중소기업 237,925,629,000 373,407,629,000 135,482,000,000 57%

산업금융지원 237,925,629,000 373,407,629,000 135,482,000,000 57%

중소기업 금융지원 230,334,135,000 280,334,135,000 50,000,000,000 22%

중소기업금융지원 230,234,135,000 280,234,135,000 50,000,000,000 22%

중소기업직접융자 190,000,000,000 240,000,000,000 50,000,000,000 26%

501 융자금 190,000,000,000 240,000,000,000 50,000,000,000 26%

501-01 민간융자금 190,000,000,000 240,000,000,000 50,000,000,000 26% 2017.07.10 융자금 지원규모 확대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40,100,000,000 40,100,000,000

307 민간이전 40,100,000,000 40,100,000,000

307-08 이차보전금 40,100,000,000 40,100,000,000 2018.02.01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4,135,000 134,135,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07 민간이전 134,135,000 134,135,000

307-05 민간위탁금 134,135,000 134,135,000 2018.02.01

투자펀드출자 100,000,000 100,000,000

G밸리기업 펀드출자 100,000,000 100,000,000

502 출자금 100,000,000 100,000,000

502-01 출자금 100,000,000 100,000,000 2018.02.01

재무활동(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7,591,494,000 93,073,494,000 85,482,000,000 1126%

보전지출 5,193,494,000 90,675,494,000 85,482,000,000 1646%

여유자금 예치 5,193,494,000 90,675,494,000 85,482,000,000 1646%

602 예치금 5,193,494,000 90,675,494,000 85,482,000,000 1646%

602-01 예치금 5,193,494,000 90,675,494,000 85,482,000,000 1646% 2017.10.13 수입지출 변경으로 인한 시금고 예치금 변동

내부거래지출 2,398,000,000 2,398,000,000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예수금 상환 2,398,000,000 2,398,000,000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398,000,000 2,398,000,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2,398,000,000 2,398,000,000 2018.02.01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나. 변경요지 :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등 7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계획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7,090,228,000 7,090,228,00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7,090,228,000 7,090,228,000

보건 7,090,228,000 7,090,228,000

식품의약안전 7,090,228,000 7,090,228,000

식품안전 위생 관리(식품진흥기금) 733,000,000 733,000,000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733,000,000 733,000,000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72,000,000 72,000,000

307 민간이전 72,000,000 72,000,000

307-05 민간위탁금 72,000,000 72,000,000 2017.07.17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모든 정보가 한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40,000,000 40,000,000

207 연구개발비 40,000,000 40,000,000

207-02 전산개발비 40,000,000 40,000,000 2017.07.17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200,000,000 200,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207 연구개발비 200,000,000 200,000,000

207-01 연구용역비 200,000,000 200,000,000 2017.07.17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60,000,000 60,000,000

201 일반운영비 60,000,000 60,000,000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 60,000,000 2017.07.17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253,000,000 253,000,000

307 민간이전 253,000,000 253,000,000

307-05 민간위탁금 253,000,000 253,000,000 2017.07.17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차단 88,000,000 88,000,000

201 일반운영비 88,000,000 88,000,000

201-01 사무관리비 88,000,000 88,000,000 2017.07.17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시민먹거리지킴이 1만명 양성 20,000,000 20,000,000

201 일반운영비 20,000,000 20,000,000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 20,000,000 2017.07.17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재무활동비(식품진흥기금) 7,090,228,000 6,357,228,000 △733,000,000 △10%

예치금 7,090,228,000 6,357,228,000 △733,000,000 △10%

여유자금 예치 7,090,228,000 6,357,228,000 △733,000,000 △10%

602 예치금 7,090,228,000 6,357,228,000 △733,000,000 △10%

602-01 예치금 7,090,228,000 6,357,228,000 △733,000,000 △10% 2017.07.17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기후변화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존사업 증감 및 신규사업 추가 등

나. 변경요지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요 반영한 사업비 증가 및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과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해석을 위한 계획 변경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5,800,000,000 10,470,000,000 4,670,000,000 8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5,800,000,000 10,470,000,000 4,670,000,000 81%

환경보호 5,800,000,000 10,470,000,000 4,670,000,000 81%

환경보호일반 5,800,000,000 10,470,000,000 4,670,000,000 8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5,800,000,000 10,470,000,000 4,670,000,000 8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민간부문) 5,800,000,000 10,100,000,000 4,300,000,000 74%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5,000,000,000 9,100,000,000 4,100,000,000 82%

307 민간이전 5,000,000,000 9,100,000,000 4,100,000,000 82%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000 9,100,000,000 4,100,000,000 82% 2017.08.29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800,000,000 1,000,000,000 200,000,000 25%

501 융자금 800,000,000 1,000,000,000 200,000,000 25%

501-01 민간융자금 800,000,000 1,000,000,000 200,000,000 25% 2017.08.29 신청증가에 따른 융자지원규모 조정

에너지합리화사업(민간부문) 370,000,000 370,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도로변 열섬완화 및 분진저감 시범사업 70,000,000 70,000,000

201 일반운영비 5,000,000 5,000,000

201-01 사무관리비 4,200,000 4,200,000 2017.05.08
미세먼지 저감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범사업 추진

201-02 공공운영비 800,000 800,000 2017.05.08
미세먼지 저감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범사업 추진

401 시설비및부대비 65,000,000 65,000,000

401-01 시설비 65,000,000 65,000,000 2017.05.08
미세먼지 저감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300,000,000 300,000,000

207 연구개발비 300,000,000 300,000,000

207-01 연구용역비 300,000,000 300,000,000 2017.08.29 미세먼지 10대 대책추진에 따른 신규사업추진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성평등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이자수입감소로 지출계획 축소

나. 변경요지 : 지출계획 10억에서 9억으로 축소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1,132,540,000 1,024,540,000 △108,000,000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132,540,000 1,024,540,000 △108,000,000 △10%

사회복지 1,132,540,000 1,024,540,000 △108,000,000 △10%

보육ㆍ가족및여성 1,132,540,000 1,024,540,000 △108,000,000 △10%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1,000,000,000 920,000,000 △80,000,000 △8%

여성 권익증진 사업 1,000,000,000 920,000,000 △80,000,000 △8%

공모사업 추진 1,000,000,000 920,000,000 △80,000,000 △8%

307 민간이전 1,000,000,000 920,000,000 △80,000,000 △8%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0 920,000,000 △80,000,000 △8% 2017.02.28 이자수입감소로 지출계획 축소

일반예산(재무활동) 132,540,000 104,540,000 △28,000,000 △21%

보전지출 132,540,000 104,540,000 △28,000,000 △21%

여유자금예치(성평등기금) 132,540,000 104,540,000 △28,000,000 △21%

602 예치금 132,540,000 104,540,000 △28,000,000 △21%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602-01 예치금 132,540,000 104,540,000 △28,000,000 △21% 2017.02.28 이자수입감소로 지출계획 축소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예상액 변경에 따른 기금 변경

나. 변경요지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감소로 인한 기금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10,885,540,000 10,885,54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0,885,540,000 10,885,540,000

환경보호 10,885,540,000 10,885,540,000

폐기물 10,885,540,000 10,885,540,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8,175,469,000 7,165,469,000 △1,010,000,000 △12%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8,175,469,000 7,165,469,000 △1,010,000,000 △12%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8,175,469,000 7,165,469,000 △1,010,000,000 △12%

307 민간이전 8,175,469,000 7,165,469,000 △1,010,000,000 △12%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175,469,000 7,165,469,000 △1,010,000,000 △12% 2017.10.24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감소

일반예산(재무활동) 2,710,071,000 3,720,071,000 1,010,000,000 37%

보전지출 2,710,071,000 3,720,071,000 1,010,000,000 37%

여유자금 예치 2,710,071,000 3,720,071,000 1,010,000,000 37%

602 예치금 2,710,071,000 3,720,071,000 1,010,000,000 37%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602-01 예치금 2,710,071,000 3,720,071,000 1,010,000,000 37% 2017.10.24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 감소에 따른 예치금
증가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수입결산 중 예치금 회수 통계목 신설 필요

나. 변경요지 : 수입결산 중 예치금 회수 통계목 신설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20,093,206,000 20,270,339,090 177,133,090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093,206,000 20,270,339,090 177,133,090 1%

일반공공행정 93,206,000 270,339,090 177,133,090 190%

재정ㆍ금융 93,206,000 270,339,090 177,133,090 190%

재무활동(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93,206,000 270,339,090 177,133,090 190%

내부거래지출(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 93,206,000 270,339,090 177,133,090 190%

여유자금 예치 93,206,000 270,339,090 177,133,090 190%

602 예치금 93,206,000 270,339,090 177,133,090 190%

602-01 예치금 93,206,000 270,339,090 177,133,090 190% 2018.02.05

환경보호 20,000,000,000 20,000,000,000

폐기물 20,000,000,000 20,000,000,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기금출연) 20,000,000,000 20,000,000,000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 20,000,000,000 20,000,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확장 및 비산먼지 저감 20,000,000,000 20,000,0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0,000,000,000 20,000,000,000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0,000,000 20,000,000,000 2018.02.05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16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반영 및 민간융자금 수요 감소

나. 변경요지 : '16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반영 및 민간융자금 수요 감소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7,775,068,000 7,119,397,000 △655,671,000 △8%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7,775,068,000 7,119,397,000 △655,671,000 △8%

사회복지 7,740,068,000 7,114,397,000 △625,671,000 △8%

취약계층지원 7,740,068,000 7,114,397,000 △625,671,000 △8%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6,274,752,000 5,267,346,000 △1,007,406,000 △16%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6,274,752,000 5,267,346,000 △1,007,406,000 △16%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80,000,000 80,000,000

307 민간이전 80,000,000 80,000,000

307-05 민간위탁금 80,000,000 80,000,000 2017.10.19

자활교육훈련 64,000,000 61,840,000 △2,160,000 △3%

307 민간이전 64,000,000 61,840,000 △2,160,000 △3%

307-05 민간위탁금 64,000,000 61,840,000 △2,160,000 △3% 2017.10.19 교육훈련비 감액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200,752,000 195,506,000 △5,246,000 △3%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07 민간이전 200,752,000 195,506,000 △5,246,000 △3%

307-05 민간위탁금 200,752,000 195,506,000 △5,246,000 △3% 2017.10.19 지역투자형 감액

자활유통활성화 60,000,000 60,000,000

307 민간이전 60,000,000 60,000,000

307-05 민간위탁금 60,000,000 60,000,000 2017.10.19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5,800,000,000 4,800,000,000 △1,000,000,000 △17%

501 융자금 5,800,000,000 4,800,000,000 △1,000,000,000 △17%

501-01 민간융자금 5,800,000,000 4,800,000,000 △1,000,000,000 △17% 2017.10.19 임차보증금 신청 감소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70,000,000 70,000,000

307 민간이전 70,000,000 70,000,000

307-05 민간위탁금 70,000,000 70,000,000 2017.10.19

일반예산(재무활동) 1,465,316,000 1,847,051,000 381,735,000 26%

보전지출(자활지원과) 1,465,316,000 1,847,051,000 381,735,000 26%

여유자금 예치 1,465,316,000 1,847,051,000 381,735,000 26%

602 예치금 1,465,316,000 1,847,051,000 381,735,000 26%

602-01 예치금 1,465,316,000 1,847,051,000 381,735,000 26% 2017.10.19 '16년 결산 반영

기타 35,000,000 5,000,000 △30,000,000 △86%

기타 35,000,000 5,000,000 △30,000,000 △86%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자활지원과) 35,000,000 5,000,000 △30,000,000 △86%

기본경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35,000,000 5,000,000 △30,000,000 △86%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기금관리비 35,000,000 5,000,000 △30,000,000 △86%

201 일반운영비 35,000,000 5,000,000 △30,000,000 △86%

201-01 사무관리비 35,000,000 5,000,000 △30,000,000 △86% 2017.10.19 컨설팅비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주거복지센터 운영>
- '12년 주거복지 통합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반납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른 확정금액 지급
- '12년 주거복지 통합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처분 관련, '노원나눔의집'과의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그 외 7개 법인에서 환수금 반환 요구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사업 기금 소진되어 sh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대출 중단

나. 변경요지 : -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금액 지급 및 보조금 환수금 반환
- 임대주택 입주민 수요증가에 따른 융자금 추가지원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4,661,578,000 4,661,578,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4,661,578,000 4,661,578,000

사회복지 4,661,578,000 4,661,578,000

주택 4,661,578,000 4,661,578,000

일반예산(재무활동) 2,161,578,000 1,585,078,000 △576,500,000 △27%

보전지출(주택정책과) 2,161,578,000 1,585,078,000 △576,500,000 △27%

여유자금 예치 2,161,578,000 1,585,078,000 △576,500,000 △27%

602 예치금 2,161,578,000 1,585,078,000 △576,500,000 △27%

602-01 예치금 2,161,578,000 1,585,078,000 △576,500,000 △27% 2017.12.14

주거복지 수준 제고 2,500,000,000 3,076,500,000 576,500,000 23%

주거복지센터 운영 76,500,000 76,500,000

주거복지센터 운영 76,500,000 76,5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05 배상금등 1,900,000 1,900,000

305-01 배상금등 1,900,000 1,900,000 2017.12.14

802 반환금기타 74,600,000 74,600,000

802-03 과오납금등 74,600,000 74,600,000 2017.12.14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2,500,000,000 3,000,000,000 500,000,000 20%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2,500,000,000 3,000,000,000 500,000,000 20%

501 융자금 2,500,000,000 3,000,000,000 500,000,000 20%

501-01 민간융자금 2,500,000,000 3,000,000,000 500,000,000 20% 2017.11.07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및 체육진흥 관련 신규사업 추가 등

나. 변경요지 : 고척스카이돔구장 이용 불편사항 개선 등 야구발전사업 및 전문·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 추가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2,360,550,000 2,685,498,000 324,948,000 14%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360,550,000 2,525,498,000 164,948,000 7%

문화및관광 2,360,550,000 2,525,498,000 164,948,000 7%

체육 2,360,550,000 2,525,498,000 164,948,000 7%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864,000,000 864,000,000

전문체육 육성(체육진흥기금) 555,000,000 555,000,000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무여건 개선 60,000,000 60,000,000

307 민간이전 60,000,000 6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00 60,000,000 2017.02.14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급식비 및 교통비 지
원 등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WBC 대회 붐업을 위한 응원단 지원 25,000,000 25,000,000

307 민간이전 25,000,000 25,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00 25,000,000 2017.02.14
2017 WBC대회 응원단 온라인 홍보 및 출정식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지원 270,000,000 270,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07 민간이전 270,000,000 27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00,000 270,000,000 2017.12.12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등 지원을 위한 예
산 편성

서울시 스포츠정책 마케팅 200,000,000 200,000,000

307 민간이전 200,000,000 20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0 200,000,000 2017.02.14
서울시 체육정책 및 체육행사 언론 홍보를 위
한 예산 편성

생활체육 육성 60,000,000 60,000,000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60,000,000 60,0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60,000,000 60,000,0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000 60,000,000 2017.02.14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자치구에 체육 용품
및 기구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시민체육공간 확충 249,000,000 249,000,000

고척 스카이 돔구장이용 불편사항 개선 249,000,000 249,0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49,000,000 249,000,000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49,000,000 249,000,000 2017.02.14
고척돔구장 관람 시야방해 난간 개선 등 관람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일반예산(재무활동) 2,360,550,000 1,661,498,000 △699,052,000 △30%

보전지출 2,360,550,000 1,661,498,000 △699,052,000 △30%

여유자금 예치 2,360,550,000 1,661,498,000 △699,052,000 △30%

602 예치금 2,360,550,000 1,661,498,000 △699,052,000 △30%

602-01 예치금 2,360,550,000 1,661,498,000 △699,052,000 △30% 2017.10.11
'16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및 비융
자성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치금 감액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160,000,000 160,000,000

문화및관광 160,000,000 160,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체육 160,000,000 160,000,00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160,000,000 160,000,000

생활체육 활성화(체육진흥기금) 160,000,000 160,000,000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 60,000,000 60,000,000

307 민간이전 60,000,000 6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00 60,000,000 2017.02.14
서울시 어르신축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예
산 편성

노후생활 체육시설 정비 및 개보수 100,000,000 100,0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00,000 100,000,000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 100,000,000 2017.10.11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감채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액 증액 등

나. 변경요지 : 순세계잉여금 전입에 따른 예치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99,720,520,000 512,620,520,000 412,900,000,000 414%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99,720,520,000 512,620,520,000 412,900,000,000 414%

일반공공행정 99,720,520,000 512,620,520,000 412,900,000,000 414%

재정ㆍ금융 99,720,520,000 512,620,520,000 412,900,000,000 414%

재무활동 99,720,520,000 512,620,520,000 412,900,000,000 414%

내부거래지출(감채기금)지출 99,000,000,000 339,000,000,000 240,000,000,000 242%

기타회계 전출금(감채기금) 99,000,000,000 339,000,000,000 240,000,000,000 242%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99,000,000,000 339,000,000,000 240,000,000,000 242%

701-01 기타회계전출금 99,000,000,000 339,000,000,000 240,000,000,000 242% 2017.12.12 도시철도공채 차입금 원금 상환

보전지출(감채기금) 720,520,000 173,620,520,000 172,900,000,000 23997%

여유자금 예치(감채기금) 720,520,000 173,620,520,000 172,900,000,000 23997%

602 예치금 720,520,000 173,620,520,000 172,900,000,000 23997%

602-01 예치금 720,520,000 173,620,520,000 172,900,000,000 23997% 2017.09.01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적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심의사업의 다양한 통계목 요구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나. 변경요지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통계목에 맞게 기금운용계획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70,076,000,000 70,076,000,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70,076,000,000 70,076,000,000

국토및지역개발 70,076,000,000 70,076,000,000

수자원 70,076,000,000 70,076,000,000

치수 및 하천관리 70,076,000,000 70,076,000,000

치수사업 70,076,000,000 70,076,000,000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76,000,000 35,076,000,000

201 일반운영비 76,000,000 1,291,000,000 1,215,000,000 1599%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0 1,095,000,000 1,025,000,000 1464% 2017.06.26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지원에
따른 증액

201-02 공공운영비 6,000,000 196,000,000 190,000,000 3167% 2017.03.03 '한강녹조 제거 사업'을 위한 증액

307 민간이전 25,000,000 25,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00 25,000,000 2017.11.13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편성목 조정을
위한 증액

308 자치단체등이전 10,680,000,000 10,680,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0,680,000,000 10,680,000,000 2017.11.13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출퇴근 시간대 대
중교통 요금 면제에 따른 손실금 지원 사업의
편성목 조정을 위한 증액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00,000 21,959,000,000 △13,041,000,000 △37%

401-01 시설비 35,000,000,000 21,959,000,000 △13,041,000,000 △37% 2017.11.13 편성목 조정을 위한 감액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21,000,000 1,121,000,000

703-02 비법정전출금 1,121,000,000 1,121,000,000 2017.06.26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지원 사
업을 위한 증액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00,000,000 35,000,000,000

201 일반운영비 5,000,000 5,000,000

201-01 사무관리비 500,000 500,000 2017.01.02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대응을 위한 증액

201-02 공공운영비 4,500,000 4,500,000 2017.01.02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대응을 위한 증액

206 재료비 123,000,000 123,000,000

206-01 재료비 123,000,000 123,000,000 2017.01.02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대응을 위한 증액

308 자치단체등이전 43,000,000 43,000,000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43,000,000 43,000,000 2017.01.02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대응을 위한 증액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00,000 34,697,000,000 △303,000,000 △1%

401-01 시설비 35,000,000,000 34,697,000,000 △303,000,000 △1% 2017.01.02 편성목 조정을 위한 감액

405 자산취득비 132,000,000 132,00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2,000,000 132,000,000 2017.01.02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대응을 위한 증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지진대피소 확충에 따른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폭염취약계층(어르신, 노숙인)에 대한 지원 강화

나. 변경요지 :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및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강화를 위한 계획 변경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179,010,524,000 179,015,524,000 5,000,000 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179,010,524,000 179,015,524,000 5,000,000 0%

공공질서및안전 700,000,000 3,465,750,000 2,765,750,000 395%

재난방재ㆍ민방위 700,000,000 3,465,750,000 2,765,750,000 395%

이재민 구호지원 700,000,000 3,465,750,000 2,765,750,000 395%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700,000,000 3,465,750,000 2,765,750,000 395%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00,000,000 2,300,000,000 2,000,000,000 667%

307 민간이전 300,000,000 2,300,000,000 2,000,000,000 667%

307-01 의료및구료비 300,000,000 2,300,000,000 2,000,000,000 667% 2017.06.28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00,000,000 1,165,750,000 765,750,000 191%

307 민간이전 400,000,000 1,165,750,000 765,750,000 191%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00,000,000 1,165,750,000 765,750,000 191% 2017.06.28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강화

사회복지 178,310,524,000 175,549,774,000 △2,760,750,000 △2%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취약계층지원 178,310,524,000 175,549,774,000 △2,760,750,000 △2%

재무활동(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78,310,524,000 175,549,774,000 △2,760,750,000 △2%

보전지출 178,310,524,000 175,549,774,000 △2,760,750,000 △2%

여유자금예치 178,310,524,000 175,549,774,000 △2,760,750,000 △2%

602 예치금 178,310,524,000 175,549,774,000 △2,760,750,000 △2%

602-01 예치금 178,310,524,000 175,549,774,000 △2,760,750,000 △2% 2017.06.28
사업비 증가 및 세입목 신설에 따른 예치금
변경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감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적정 추진을 위한 예산항목 조정

나. 변경요지 : -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및 예치금 감액
- 남북교류협력사업(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2017 통일테마전 지원,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 등) 추진 및 2017년 자치구 평
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항목 조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8,511,470,000 8,231,917,000 △279,553,000 △3%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8,511,470,000 8,231,917,000 △279,553,000 △3%

일반공공행정 8,511,470,000 8,231,917,000 △279,553,000 △3%

일반행정 8,511,470,000 8,231,917,000 △279,553,000 △3%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5,450,000,000 5,450,000,000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5,450,000,000 5,450,000,000

남북교류협력사업 5,450,000,000 5,450,000,000

201 일반운영비 5,000,000 527,640,000 522,640,000 10453%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86,300,000 81,300,000 1626% 2017.08.01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

201-03 행사운영비 441,340,000 441,340,000 2017.04.28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도시
재생본부) 2017 통일테마전(시립미술관) 지원

207 연구개발비 400,000,000 318,700,000 △81,300,000 △20%

207-01 연구용역비 400,000,000 318,700,000 △81,300,000 △20% 2017.08.01
남북교류협력사업(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
최 등) 추진을 위한 예산항목 조정

307 민간이전 4,945,000,000 4,453,660,000 △491,340,000 △1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945,000,000 4,453,660,000 △491,340,000 △10% 2017.06.07

1차 변경(4.28) - 남북교류협력사업(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2017 통일테마전 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항목 조정 /
2차 변경(6.7) - 2017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확대
를 위한 예산항목 조정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000 150,000,000 50,000,000 5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00 150,000,000 50,000,000 50% 2017.06.07
2017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확
대

재무활동비(남북교류협력기금) 3,061,470,000 2,781,917,000 △279,553,000 △9%

보전지출 3,061,470,000 2,781,917,000 △279,553,000 △9%

여유자금예치 3,061,470,000 2,781,917,000 △279,553,000 △9%

602 예치금 3,061,470,000 2,781,917,000 △279,553,000 △9%

602-01 예치금 3,061,470,000 2,781,917,000 △279,553,000 △9% 2017.02.28
2016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타 지자체와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금액 변경

나. 변경요지 : 예치금 변경: '16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61백만원),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148백만원)/ 타지방자치단체 재해
·재난구호지원: 예산과목 변경(민간경상사업보조: 총880백만원, 사무관리비: 총10백만원)/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예산과목 변
경(50백만원)/ 지역상생네트워크 활성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사업비 증액(148백만원) 및 백서제작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25백만원)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합 계 6,869,727,000 6,930,296,000 60,569,000 1%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6,869,727,000 6,930,296,000 60,569,000 1%

일반공공행정 6,869,727,000 6,930,296,000 60,569,000 1%

일반행정 6,869,727,000 6,930,296,000 60,569,000 1%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1,400,000,000 1,548,100,000 148,100,000 11%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1,400,000,000 1,548,100,000 148,100,000 11%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50,000,000 50,000,000

201 일반운영비 50,000,000 50,000,000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50,000,000 2017.02.23
사업추진 주관기관 변경(변경후: 서울시)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307 민간이전 50,000,000 △50,000,000 △1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0 △50,000,000 △100% 2017.02.23
사업추진 주관기관 변경(변경후: 서울시)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000,000 1,000,000,000

201 일반운영비 10,000,000 10,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10,000,000 2017.06.28
강원·충남 가뭄피해지역 지원(10백만원)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307 민간이전 880,000,000 88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80,000,000 880,000,000 2017.12.20
대구서문시장 화재(300백만원) 여수수산시장 화재(50백만원) 강원
도 산불 화재(10백만원) 포항 지진 피해지역 지원(1차:20백만원/2
차:500백만원)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0,000 110,000,000 △890,000,000 △89%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000,000 110,000,000 △890,000,000 △89% 2017.12.20
강원·충남 가뭄피해지역 지원 및 대구서문시장 화재 여
수수산시장 화재 강원도 산불 화재 포항 지진 피해지역
지원(1차/2차)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350,000,000 498,100,000 148,100,000 42%

201 일반운영비 350,000,000 498,100,000 148,100,000 42%

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0 145,000,000 25,000,000 21% 2017.09.19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백서 제작을 위한 예산
과목변경(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지역상생 포럼
예산 25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201-03 행사운영비 230,000,000 353,100,000 123,100,000 54% 2017.09.19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에 따른 사
업비 증액(148백만원) 및 백서 제작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25백만원)

재무활동(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5,469,727,000 5,382,196,000 △87,531,000 △2%

보전지출 5,469,727,000 5,382,196,000 △87,531,000 △2%

여유자금예치(국내협력계정) 5,469,727,000 5,382,196,000 △87,531,000 △2%

602 예치금 5,469,727,000 5,382,196,000 △87,531,000 △2%

602-01 예치금 5,469,727,000 5,382,196,000 △87,531,000 △2% 2017.08.09
'16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 및 '17년도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
치금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