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71건 3,284,379,237,000 25,400,874,000 25,400,874,000

기획조정실 미래창안담당
관

일반행정

서울창의상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50,000,000 8,000,000

2012-09-19 시민참여단 운영경비 전용
시민·공무원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실행

301-10
행사실비보상금 8,000,000

기획조정실 미래창안담당
관

일반행정

서울창의상 운영
303-01
포상금 302,000,000 79,000,000

2012-09-19
시민참여단 및 전문가 자문단 등 운영경비 전
용시민·공무원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실행
201-01
사무관리비 158,300,000 79,000,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담당관

일반행정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202-03
국외업무여비 30,000,000 1,015,000

2012-12-28 초단시간근로자 임금 부족분 전용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876,000 1,015,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담당관

일반행정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0,000 120,000,000

2012-11-02 시민청 운영경비 확보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307-05
민간위탁금 120,000,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
담당관

일반행정

120다산콜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9,623,639,000 160,000,000

2012-10-16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ISP 수행
관련 연구용역비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207-01
연구용역비 16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산대
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307-05
민간위탁금 500,000,000 134,000,000

2012-06-25
직장맘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시설 리
모델링 공사 추진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401-01
시설비 134,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산대
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307-05
민간위탁금 366,000,000 900,000

2012-06-25
직장맘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시설 리
모델링 공사 추진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401-03
시설부대비 9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02-01
민간자본보조 1,970,000,000 470,000,000

2012-03-14 여성장애인력개발센터 사용료 지급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47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서울 부모커뮤니티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000 61,189,000

2012-05-22
부모커뮤니티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
한 연구용역 추진

서울 부모커뮤니티
207-01
연구용역비 61,189,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서울 부모커뮤니티
307-02
민간경상보조 938,811,000 7,000,000

2012-05-25
부모커뮤니티 평가회 및 자문회의 개최 등 사
업 자체추진

서울 부모커뮤니티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서울 부모커뮤니티
307-02
민간경상보조 931,811,000 32,450,000

2012-11-27 부모커뮤니티 컨설팅 및 사업평가 계획

서울 부모커뮤니티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 32,45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5,079,157,000 271,842,000

2012-12-2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추가사업비 마
련 위한 전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3,317,020,000 271,842,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부랑인시설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817,937,000 293,594,000

2012-07-23
영보자애원 기능보강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시
비 확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040,134,000 293,594,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2,967,566,000 16,694,000

2012-11-16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추가지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166,694,000 16,694,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660,000 7,425,000

2012-10-05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불용예상액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로 전용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216,575,000 7,425,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2,867,372,000 2,000,000

2012-12-18
원스톱지원센터 기능보강비 국고보조금 증액내
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요청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 2,000,000 2,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8,235,000 13,980,000

2012-10-05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불용예상액 원스톱지원
센터 운영비로 전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413,980,000 13,980,0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495,000,000 353,000,000

2012-10-25
상상나라 전시장 내외부 시설보완 및 전산구축
, 비품구입 등 부족액 전용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148,000,000 353,000,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000 500,000,000

2012-08-03 마을공동체돌봄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국내입양 양육수수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05,990,000 116,800,000

2012-12-20 수련시설 수영장 긴급 개보수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2,258,979,000 116,8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어린이날, 성년의날 기념행사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24,000,000 14,000,000

2012-04-20 어린이날 행사 민간위탁 실시(미디어센터)
어린이날, 성년의날 기념행사
개최

307-05
민간위탁금 14,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18,354,396,000 199,052,000

2012-10-17
2012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족예산
확보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

원
307-05
민간위탁금 2,149,448,000 199,052,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서울 국제 청소년밴드 페스티
벌

307-04
민간행사보조 350,000,000 350,000,000

2012-08-01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추진을 위한 추
가사업비 전용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287,692,000 35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163,380,000 77,886,000

2012-12-03
201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국비 추가
징원에 따른 매칭 시비확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751,854,000 77,8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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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85,494,000 126,502,000

2012-12-03
201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확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726,502,000 126,502,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31,031,805,000 309,484,000

2012-12-03
201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442,370,000 309,484,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
년담당관

노인ㆍ청소년

아동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종합센터 설치

201-01
사무관리비 146,000,000 45,264,000

2012-10-22
아동학대예방종합 대책에 따른 추가 운영비 지
원아동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종합센터 설치
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0 45,264,000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
담당관

일반행정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
영

307-02
민간경상보조 455,000,000 275,000,000

2012-05-31
현재 정보화기획단 내 임시사무국에서 2012년
F/S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 과목전용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

영
207-01
연구용역비 275,000,000

정보화기획단 유시티추진
담당관

일반행정

U-Smart 프리존 구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6,000,000 166,000,000

2012-06-21 사업추진 방식 변경

U-Smart 프리존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94,000,000 166,000,00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 245,000,000 245,000,000

2012-07-04

노후 산업시설 개보수 사업은 작업장 공사, 위
험기계 방호조치, 위험공정 안전조치 등 민간
기업의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과목 변
경 필요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402-01
민간자본보조 245,000,00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0,000,000 18,500,000

2012-04-10 자치단체자본보조 부족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000 18,500,000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000,000,000 1,000,000,000

2012-07-27 민간위탁사업 직접수행을 위한 과목변경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95,000,000 1,000,000,000

경제진흥실 창업소상공인
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600,000,000 84,880,000

2012-05-09
가계부채 종합대책 추진 서민금융지원사업 홍
보비 등 확보

창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4,880,000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농부의 시장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60,000,000 52,000,000

2012-05-04
시장 지시사항 및 시민 정책제안에 따른 농부
의 시장 운영사업비

농부의 시장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2,000,000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농부의 시장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00,000 58,000,000

2012-05-04
시장 지시사항 및 시민 정책제안에 따른 농부
의 시장 운영사업 행사운영비 지급

농부의 시장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2,000,000 58,000,000

경제진흥실 외국인생활지
원과

관광

非OECD 국가학교 및 다문화학
교·시설 지원육성

402-01
민간자본보조 175,000,000 31,784,000

2012-06-20
개포외국인학교 건립 사업이 잠정보류됨에 따
라 동 부지 및 시설물의 활용방향이 확정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필요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0,180,000 31,784,000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농업ㆍ농촌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97,000,000 200,000,000

2012-04-19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변
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농업ㆍ농촌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97,000,000 41,130,000

2012-04-20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조성(노 조성포함)을 위한
사업비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 41,130,000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농업ㆍ농촌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54,870,000 28,000,000

2012-04-20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조성(노 조성포함)을 위한
사업비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401-01
시설비 28,000,000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농업ㆍ농촌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55,870,000 1,000,000

2012-04-20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조성(노 조성포함)을 위한
사업비 변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06-01
재료비 1,000,000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지역공동체 일자리
307-05
민간위탁금 1,253,764,000 400,000,000

2012-05-02
협동조합 난장한마당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예산전용지역공동체 일자리

201-03
행사운영비 400,000,000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12,173,000 44,011,000

2012-12-17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8,985,000 44,011,000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9,800,000,000 720,000,000

2012-05-03 테마별 일자리 엑스포 행사 추진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720,000,000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9,080,000,000 252,173,000

2012-08-09
전환 공무직 인건비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수당 신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60,000,000 252,173,000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8,827,827,000 1,838,985,000

2012-08-09
전환 공무직 인건비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수당 신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8,985,000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70,000,000 22,694,000

2012-12-07
일자리정책과-16439(2012.12.6.)호 전용계획;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미납부가가치세 납부)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

원
201-02
공공운영비 71,516,000 22,694,000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
원

307-02
민간경상보조 495,914,000 71,516,000

2012-12-07
일자리정책과-16439(2012.12.6.)호 예산전용
계획:감사원 지적사항 조치(미납부가가치세 납
부)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

원
201-02
공공운영비 71,516,000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노동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07-05
민간위탁금 7,280,000,000 643,000,000

2012-12-28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리모델링비 부족분 전용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02-02
민간대행사업비 600,000,000 643,000,00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
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중소기업 인턴십
307-02
민간경상보조 14,840,077,000 49,267,000

2012-12-17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상담사 인건비 지급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
약직 인건비 지급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33,353,000 49,267,000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
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중소기업 인턴십
307-02
민간경상보조 14,930,077,000 90,000,000

2012-10-18
고졸채용박람회 추가 지출로 인한 예산전용 집
행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
201-03
행사운영비 250,000,000 90,000,000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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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실 일자리지원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00 33,000,000

2012-08-24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임대료 부족액 확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59,742,000 33,00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교육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12,140,000 48,070,000

2012-12-18 일반생계급여로 예산전용

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7,836,763,000 48,07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해산장제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29,847,000 25,775,000

2012-12-18 일반 생계급여 예산전용

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7,810,988,000 25,775,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교육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884,698,000 218,120,000

2012-12-18 일반생계급여로 예산전용

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7,308,438,000 218,12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해산장제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97,183,000 23,817,000

2012-12-18 부족한 생계급여로 전용

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7,284,621,000 23,817,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교육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666,578,000 508,142,000

2012-12-18 주거급여 예산전용

주거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8,271,278,000 508,142,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교육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963,998,000 78,000,000

2012-11-16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국고보조금 변경
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 전용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44,984,000 78,00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교육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885,998,000 1,300,000

2012-12-18
차상위계층정부양곡할인지원 부족으로 인한 전
용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78,984,000 1,30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893,163,000 2,600,000

2012-12-18
2012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국고보조금 부족
에 따른 전용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80,284,000 2,60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1,775,400,000 54,000,000

2012-11-21

1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예산확보
를 위한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예산변경계획(복
지정책과-27701,2012.10.25)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4,00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721,400,000 130,000,000

2012-12-24
2012년 참전명예수당 예산부족에 따른 비수급
저소득층특별지원 예산전용

보훈대상자위문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8,913,810,000 130,00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
201-01
사무관리비 242,500,000 15,000,000

2012-04-20 동일사업내 과목변경(예산전용)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5,000,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
201-01
사무관리비 227,500,000 16,050,000

2012-08-29 1000인의 원탁회의 테이블진행자 수당 지급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5,000,000 16,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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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3,881,554,000 10,975,000

2012-10-23
6급이하 공무원 충원 및 조직개편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204-03
특정업무경비 80,400,000 10,975,00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3,870,579,000 9,265,000

2012-10-23
6급이하 공무원 충원 및 조직개편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334,000 9,265,000

복지건강실 노인복지과 노인ㆍ청소년

고령자 능력 활용 강화
307-10
사회복지보조 2,771,174,000 100,000,000

2012-06-12
(가칭) 어르신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설비 증액

고령자 능력 활용 강화
401-01
시설비 400,000,000 100,000,000

복지건강실 노인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745,000,000 40,000,000

2012-06-12
고령자능력활용 강화를 위한 (가칭) 어르신활
동지원센터내 일감뱅크 전산개발

고령자 능력 활용 강화
207-02
전산개발비 40,000,00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생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459,452,000 475,000,000

2012-12-18 경로당양곡비 매칭사업비 부족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86,249,000 475,000,00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생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5,667,178,000 800,000,000

2012-12-18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부족액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961,249,000 800,000,00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15,947,014,000 99,000,000

2012-10-30 노인돌봄 서비스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207-02
전산개발비 99,000,0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중대형 직업재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073,424,000 16,000,000

2012-12-26
2012년도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추가소요액 지
출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3,493,000,000 16,000,0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중대형 직업재활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321,064,000 134,000,000

2012-12-26
2012년도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추가 소요액 지
출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3,509,000,000 134,000,000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8,907,590,000 574,650,000

2012-11-16 시립 양평쉼터 교육장 건립에 따른 전용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402-02
민간대행사업비 577,350,000 574,650,000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의료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351,440,000 172,000,000

2012-06-12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누수관련 옥상누수
방지공사를 위해 제대혈은행 운영 사업비 일부
를 전용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

조
402-01
민간자본보조 1,576,250,000 172,000,000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의료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
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96,795,000 85,932,000

2012-09-12
야간휴일 진료센터와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대
시민 홍보를 위해 홍보비 등 필요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85,932,000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의료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
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90,863,000 120,000,000

2012-09-12
서울종합방재센터 내 서울건강콜센터 통신을
위한 자산취득비 필요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

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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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의료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
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10,863,000 20,000,000

2012-09-12
서울종합방재센터 내 서울건강콜센터 환경조성
을 위한 시설비 필요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

영
401-01
시설비 20,000,000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0,000 120,000,000

2012-06-20
건강친화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본보조 필요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000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지역사회 건강조사(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1,000,000 2,750,000

2012-08-21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부족분 확보

지역사회 건강조사(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12,919,000 2,750,000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보건의료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206-01
재료비 571,778,000 20,000,000

2012-12-11
결핵역학조사 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검사대상) 확대에 따른 검사재료비 부족분 전
용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

206-01
재료비 116,400,000 20,0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90,477,000 60,000,000

2012-09-28
어린이병원 이용 시민의 증가 및 의약품 단가
상승으로 인한 의약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의
추가 확보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

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2,446,723,000 60,000,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
스 제공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0 6,000,000

2012-09-28
어린이병원 이용 시민의 급격한 증가 및 의약
품 단가상승으로 인한 의약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의 추가 확보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

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2,506,723,000 6,000,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
과

대기

사회복지시설 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

201-01
사무관리비 18,800,000 811,000

2012-12-28
1개과 신설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발생사회복지시설 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881,000 811,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
원,강남,마포)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0,190,000,000 1,100,000,000

2012-11-22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부족 예
산 발생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

원,강남,마포)
307-05
민간위탁금 48,797,928,000 1,100,00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기물

음식폐기물 감량기기 시범 도
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77,800,000 28,000,000

2012-03-02 우수감량기 선정을 위한 예산전용
음식폐기물 감량기기 시범 도
입

201-01
사무관리비 3,200,000 28,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남산 예술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50,000,000 28,000,000

2012-03-02 남산 창작센터 방화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

남산 창작센터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76,580,000 28,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
성 및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97,000,000 13,508,000

2012-05-04 공증 증가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반영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
성 및 운영

401-01
시설비 13,508,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서울시관
운영 행정지원

202-01
국내여비 30,000,000 29,779,000

2012-02-16
여수세계박람회 서울시관 설치안 변경(전시-아
티스틱 갤러리)2012 여수세계박람회 서울시관

운영 행정지원
401-04
행사관련시설비 200,000,000 29,779,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서울특별시 여성합창 경연대회
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000 70,000,000

2012-08-03 시 직접사업으로 추진

서울특별시 여성합창 경연대회
201-03
행사운영비 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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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사랑의 문화 나눔
201-03
행사운영비 840,000,000 100,000,000

2012-11-07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 국비 매칭에 따른 사업
비 전용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40,000,000 10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0,000 80,000,000

2012-11-07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 국비 매칭에 따른 사업
비 전용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90,000,000 8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참여문화공간 프로그램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0,000 50,000,000

2012-11-07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 국비 매칭에 따른 사업
비 전용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40,000,000 5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
산업과

문화예술

게임산업 육성지원
307-05
민간위탁금 2,931,000,000 22,000,000

2012-08-16
만화의거리, 만화박물관 조성관련 기획설계 용
역 추진계획

게임산업 육성지원
401-01
시설비 22,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
문화재과

문화재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80,000,000 54,000,000

2012-10-30 풍납토성의 합리적 관리방안 용역 추진

풍납토성 복원
207-01
연구용역비 30,000,000 54,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
문화재과

문화재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작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0,000 30,000,000

2012-10-30 풍납토성의 합리적 관리방안 용역 추진

풍납토성 복원
207-01
연구용역비 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
인정책과

지역및도시

유네스코창의도시 서울 추진
307-05
민간위탁금 955,000,000 575,000,000

2012-04-09
디자인정책과-3496(2012.4.9), 서울시 직접 수
행 필요

유네스코창의도시 서울 추진
401-01
시설비 575,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
인정책과

지역및도시

리폼을 통한 녹색 나눔
201-01
사무관리비 230,000,000 130,000,000

2012-06-05
리폼을 통한 녹색나눔 업사이클 디자인프로젝
트 추진

리폼을 통한 녹색 나눔
401-01
시설비 250,000,000 13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
인정책과

지역및도시

리폼을 통한 녹색 나눔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21,000,000

2012-06-05
리폼을 통한 녹색나눔 업사이클 디자인프로젝
트 추진

리폼을 통한 녹색 나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
인정책과

지역및도시

유네스코창의도시 서울 추진
307-05
민간위탁금 380,000,000 10,000,000

2012-07-12
유네스코(조형물 설치 예산) 전용을 통한 유니
버설 디자인 추진(본부장 방침)유니버설 복지환경 개발 및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10,000,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
인정책과

지역및도시

유네스코창의도시 서울 추진
307-05
민간위탁금 370,000,000 150,000,000

2012-07-12
유네스코(조형물 설치 예산) 전용을 통한 유니
버설 디자인 추진(본부장 방침)유니버설 복지환경 개발 및 지

원
401-01
시설비 120,000,000 150,000,00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문화예술

서울대표도서관 개관 준비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41,928,000 25,600,000

2012-10-19 국비 매칭에 따른 전용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25,600,000 25,600,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
과

체육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직영화
201-02
공공운영비 85,574,000 15,000,000

2012-05-15
잠실 실내 골프연습장 및 하이 서울 홈런왕 야
구교실운영 예산 전용사용 계획(운영1과-9277)잠실종합운동장 활성화 프로그

램 추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2,400,000 15,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
과

체육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직영화
201-02
공공운영비 193,043,000 55,316,000

2012-05-15
잠실 실내 골프연습장 및 하이 서울 홈런왕 야
구교실운영 예산 전용사용 계획(운영1과-9277)

시설물 관리 물품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8,300,000 55,316,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
과

체육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직영화
201-02
공공운영비 137,727,000 52,153,000

2012-05-15
잠실 실내 골프연습장 및 하이 서울 홈런왕 야
구교실운영 예산 전용사용 계획(운영1과-9277)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54,783,000 52,153,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
과

체육

시설물 관리 물품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3,616,000 20,000,000

2012-11-21
목동,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전용
사용계획(운영1과-23721)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

영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64,740,000 20,000,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신청사공간 조성 및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758,005,000 60,000,000

2012-10-09 역대 시장 공간 복원 사업 예산확보

신청사공간 조성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 60,000,000

행정국 인사과 일반행정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303-01
포상금 901,000,000 20,000,000

2012-12-20 공무원증 목걸이 교체에 필요한 예산 부족

인사관리 운영 등
201-01
사무관리비 243,960,000 20,000,000

행정국 인사과 일반행정

인사관리 운영 등
207-01
연구용역비 110,000,000 70,000,000

2012-11-02 '12.1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9,000,000 70,0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00,000 84,000,000

2012-06-26 지속적인 도농교류 및 주민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5,000,000 84,0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207-02
전산개발비 200,000,000 50,000,000

2012-06-26 지속적인 도농교류 추진 및 주민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9,000,000 50,0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207-02
전산개발비 150,000,000 100,000,000

2012-08-30
자치구로 마을공동체 확산 및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 안정 추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401-01
시설비 100,0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9,000,000 5,000,000

2012-08-30
자치구 마을공동체 확산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
동체 사업 안정 추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401-01
시설비 100,000,000 5,0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4,000,000 107,000,000

2012-08-30
자치구 마을공동체 확산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
동체 사업 안정 추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0 107,0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7,000,000 13,000,000

2012-08-30
자치구 마을공동체 확산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
동체 사업 안정 추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00,000 74,000,000

2012-08-30
자치구 마을공동체 확산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
동체 사업 안정 추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27,000,000 74,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1,000,000 28,000,000

2012-08-30
자치구 마을공동체 확산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
동체 사업 안정 추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6,000,000 28,0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3,000,000 10,000,000

2012-08-30
자치구 마을공동체 확산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
동체 사업 안정 추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10,000,000

행정국 행정과 일반행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00 13,000,000

2012-08-30
자치구 마을공동체 확산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
동체 사업 안정 추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1,000,000 13,000,000

재무국 재무과 일반행정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85,000,000 22,000,000

2012-03-29
공공구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207-02
전산개발비 22,000,000

재무국 재무과 기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01-01
보수 702,540,234,000 2,260,027,000

2012-03-02
성과상여금의 실제 지급 기준인 월보수액의 상
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확보

인력운영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32,054,420,000 2,260,027,000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
터 운영관리과

유아및초중등교육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
실 설치

308-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490,000,000 95,237,000

2012-10-25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
른 사업비 및 운영비 확보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

실 설치
201-01
사무관리비 95,237,000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도로

운행제한차량 단속
201-01
사무관리비 1,319,525,000 80,000,000

2012-12-13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307-05
민간위탁금 19,961,700,000 80,000,000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도로

감독위탁 공사관리
307-05
민간위탁금 8,461,000,000 180,000,000

2012-12-13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307-05
민간위탁금 20,041,700,000 180,000,000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도로

운행제한차량 단속
201-01
사무관리비 1,386,900,000 67,375,000

2012-12-13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800,000,000 67,375,000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도로

도로시설 안전자문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 70,500,000

2012-12-13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

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2,709,000,000 70,500,00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ㆍ수질

빗물관리시설 확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000 15,000,000

2012-11-01 민간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추가 지원

빗물관리시설 확충
307-02
민간경상보조 40,000,000 15,000,00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지역및도시

건축위원회 등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80,460,000 50,000,000

2012-08-23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개최준비에 따른 예산
전용(건축기획과--14470, '12.8.21)

건축위원회 등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000

주택정책실 한옥문화과 지역및도시

북촌마을 가꾸기
201-01
사무관리비 250,555,000 60,000,000

2012-06-12
북촌한옥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주민커뮤니티
지원

북촌마을 가꾸기
307-02
민간경상보조 6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지역및도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
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80,000,000 14,000,000

2012-09-19
주택정책실 특정업무경비 부족예산 전용요청(
주택정책과-16849, 2012.9.18)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

화
204-03
특정업무경비 48,000,000 14,000,000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지역및도시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307-02
민간경상보조 600,000,000 40,000,000

2012-11-26
학생공모전 수상작 관련 주민의견수렴 기초조
사 용역을 위한 예산전용(주거환경과-9575,201
211.22.)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 40,000,000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지역및도시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200,000,000 1,035,000,000

2012-05-22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307-05
민간위탁금 1,035,000,000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지역및도시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501-01
민간융자금 2,000,000,000 650,000,000

2012-05-2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추진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307-05
민간위탁금 1,035,000,000 650,000,000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지역및도시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501-01
민간융자금 1,350,000,000 150,000,000

2012-05-2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추진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00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지역및도시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501-01
민간융자금 1,200,000,000 100,000,000

2012-05-2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401-01
시설비 100,000,000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지역및도시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501-01
민간융자금 1,100,000,000 600,000,000

2012-05-25 마을특성에 맞는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401-01
시설비 100,000,000 600,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
회 운영 등

201-01
사무관리비 112,980,000 3,930,000

2012-10-26
위원회 개최시간 및 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수
당 등 부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9,325,000 3,930,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02-03
국외업무여비 50,000,000 4,022,000

2012-03-26
미국 도시재생분야의 외부전문가 동행(1명)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를 일부 전용하여 민간인 국
외여비 확보도시계획위원회 운영

301-07
민간인국외여비 4,022,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02-03
국외업무여비 45,978,000 10,123,000

2012-10-18
도시관리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
과 관련하여 전문가 동행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301-07
민간인국외여비 4,022,000 10,123,000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
과

지역및도시

을지한빛거리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92,420,000 20,315,000

2012-12-03
2012.12.1.부터 직접운영함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필요

을지한빛거리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315,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옥상 공원화
402-01
민간자본보조 2,000,000,000 5,000,000

2012-10-16 테이크 어반 72시간 프로젝트 추진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
기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5,00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옥상 공원화
402-01
민간자본보조 1,995,000,000 20,000,000

2012-10-16 테이크 어반 72시간 프로젝트 추진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
기

301-12
기타보상금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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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옥상 공원화
402-01
민간자본보조 1,975,000,000 130,000,000

2012-10-16 테이크 어반 72시간 프로젝트 추진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
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0,000,000 130,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53,000,000 150,000,000

2012-07-27
선유도이야기관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비 기본
및실시설계용역 추진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88,000,000 150,000,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직원복지 증진
204-03
특정업무경비 14,691,240,000 65,869,000

2012-12-06 소방공무원 자녀보육료 등 부족분 예산전용

직원복지 증진
303-01
포상금 2,357,760,000 65,869,00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052,540,000 60,000,000

2012-10-19
전년대비 유가상승 및 출동증가에 따른 소방차
량유지관리비 확보

소방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706,000,000 60,000,00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난현장 영상기록물 보존 및
제공

207-02
전산개발비 580,000,000 96,000,000

2012-10-19
전년대비 유가상승 및 출동증가에 따른 소방차
량유지관리비 확보

소방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610,000,000 96,000,00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207-02
전산개발비 600,000,000 60,000,000

2012-10-19
전년대비 유가상승 및 출동증가에 따른 소방차
량유지관리비 확보

소방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766,000,000 60,000,00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719,055,000 184,000,000

2012-10-19
전년대비 유가상승 및 출동증가에 따른 소방차
량유지관리비 확보

소방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426,000,000 184,000,00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16,563,000 50,000,000

2012-10-19
전년대비 유가상승 및 출동증가에 따른 소방차
량유지관리비 확보

소방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826,000,000 50,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686,000,000 90,000,000

2012-11-29 공공요금 예산 전용
한강사업본부(센터포함)청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94,000,000 90,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
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0,000 3,000,000

2012-11-06 분수 청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 부족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00,000 3,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난지 물놀이장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800,840,000 328,000,000

2012-11-20 수해긴급복구 비용확보
한강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
구

401-01
시설비 1,160,000,000 328,00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고등교육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2,345,087,000 200,000,000

2012-06-27 학생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
401-01
시설비 4,927,000,000 200,000,000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시민대학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823,740,000 71,000,000

2012-12-04 강사료 예산 부족

강사료 지급
201-01
사무관리비 3,946,377,000 7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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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
202-04
국제화여비 220,000,000 30,000,000

2012-12-04 강사료 예산 부족

강사료 지급
201-01
사무관리비 3,764,938,000 30,000,000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교원 선택적복지제도등 운영
307-07
연금지급금 130,095,000 70,000,000

2012-12-04 강사료 예산 부족

강사료 지급
201-01
사무관리비 3,554,938,000 70,000,000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60,000,000 120,000,000

2012-12-04 강사료 예산 부족

강사료 지급
201-01
사무관리비 3,826,377,000 120,000,000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00,000 31,439,000

2012-12-04 강사료 예산 부족

강사료 지급
201-01
사무관리비 3,794,938,000 31,439,000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000 49,000,000

2012-12-04 강사료 예산 부족

강사료 지급
201-01
사무관리비 3,505,938,000 49,000,000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68,561,000 7,829,000

2012-12-04 강사료 예산 부족

강사료 지급
201-02
공공운영비 151,925,000 7,829,000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
405-02
도서구입비 1,568,000,000 140,000,000

2012-12-04 강사료 예산 부족

강사료 지급
201-01
사무관리비 3,624,938,000 140,000,000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
무과

고등교육

교원 선택적복지제도등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812,244,000 18,502,000

2012-11-19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교원자녀 보육료
부족예산 확보

교원 선택적복지제도등 운영
303-01
포상금 71,040,000 18,502,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고등교육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2,605,087,000 260,000,000

2012-04-20
복학생의 기 납부 등록금과 반값등록금 차액
반환

장학금 지급
301-02
장학금및학자금 2,358,717,000 260,00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고등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452,370,000 25,000,000

2012-09-03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국고 증액에 따른 대응
자금 부족예산 확보

입학사정관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85,500,000 25,00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고등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427,370,000 5,000,000

2012-09-03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국고 증액에 따른 대응
자금 부족예산 확보

입학사정관제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일반행정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686,934,000 8,741,000

2012-12-07 2012년 집합교육과정 시상품 추가 구매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303-01
포상금 50,000,000 8,741,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청계천문화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53,640,000 22,000,000

2012-05-22

청계천문화관 정체성 확립 및 상설전시 내용
보완을 위해 부분에서 전체 리모델링으로 변
경

청계천문화관 운영
401-01
시설비 30,000,000 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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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520,873,000 110,000,000

2012-06-29 공간재배치 사업비 부족분 예산전용
박물관 교육시설 확충 및 재배
치 사업

401-01
시설비 150,000,000 110,0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정활동수행비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20,563,000 25,692,000

2012-11-29 시의회 인턴 관련 노동청 시정지시

의회운영 지원
305-01
배상금등 810,000 25,692,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
회 개최

201-01
사무관리비 36,600,000 7,000,000

2012-11-21
앙카라 시의회 대표단 초청관련 외빈초청여비
부족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

청
301-08
외빈초청여비 68,143,000 7,0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
의 참석

205-04
국외여비 269,490,000 12,643,000

2012-11-21
앙카라 시의회 대표단 초청관련 외빈초청여비
부족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

청
301-08
외빈초청여비 55,500,000 12,64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