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8,982,246,262 2,875,54118,985,121,803

500 보조금 2,956,007,075 2,875,5412,958,882,616

510 국고보조금등 2,956,007,075 2,875,5412,958,882,616

511 국고보조금등 2,956,007,075 2,875,5412,958,882,616

01 국고보조금 2,775,991,076 2,568,0052,778,559,081

21,12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17,820ㅇ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17,820,000원

3,300ㅇ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3,300,000원

63,68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15,152ㅇ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5,152,000원

48,532ㅇ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48,532,000원

6,358<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6,358ㅇ 양곡관리 6,358,000원

116,00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116,000ㅇ 정부양곡 할인 지원 116,000,000원

116,379<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115,579ㅇ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15,579,000원

800ㅇ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800,000원

667,218<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667,218ㅇ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667,218,000원

537,50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40,000ㅇ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40,000,000원

20,500ㅇ 거리노숙인보호 20,500,000원

130,000ㅇ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지원) 130,000,000원

15,000ㅇ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15,000,000원

80,000ㅇ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80,000,000원

252,000ㅇ 자활장려금 252,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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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15,000ㅇ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15,000,000원

54,000ㅇ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54,000,000원

30,000ㅇ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30,000,000원

500,000< 서북병원 원무과 >

500,000ㅇ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500,000,000원

1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10,000ㅇ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10,000,000원

250,74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250,746ㅇ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250,746,000원

20,000<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20,000ㅇ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20,000,000원

16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

160,000ㅇ 에코스쿨 조성 160,000,000원

03 기금 140,485,842 307,536140,793,378

57,53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4,500ㅇ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500,000원

2,636ㅇ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2,636,000원

50,400ㅇ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50,400,000원

15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150,000ㅇ 국내외재난의료지원 150,000,000원

100,00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100,000ㅇ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100,000,000원

2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99,550,000 80,000899,630,000

500 보조금 130,643,000 80,000130,723,000

510 국고보조금등 130,643,000 80,000130,723,000

511 국고보조금등 130,643,000 80,000130,723,0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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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고보조금 130,643,000 80,000130,723,000

8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80,000ㅇ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80,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356,937,559 7,122,5341,364,060,093

500 보조금 154,969,883 7,122,534162,092,417

510 국고보조금등 154,969,883 7,122,534162,092,417

511 국고보조금등 154,969,883 7,122,534162,092,417

03 기금 147,305,883 7,122,534154,428,417

7,122,534<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1,182,440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1,182,440,000원

1,125,00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1,125,000,000원

4,815,094ㅇ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4,815,094,000

2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52,900,000 22,400,000875,300,000

500 보조금 425,442,486 22,400,000447,842,486

510 국고보조금등 425,442,486 22,400,000447,842,486

511 국고보조금등 425,442,486 22,400,000447,842,486

01 국고보조금 425,442,486 22,400,000447,842,486

22,400,00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22,400,000ㅇ 의료급여사업 22,400,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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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2,087,163,629 2,087,021,289 142,340

(X647,171,726) (X647,029,386) (X142,34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84,619,447 84,540,791 78,656

(X21,144,569) (X21,065,913) (X78,656)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83,567,622 83,488,966 78,656

(X21,144,569) (X21,065,913) (X78,656)

여성경제력 강화 54,661,101 54,592,881 68,220

(X9,088,339) (X9,020,119) (X68,220)

단위 :

(일반회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1,739,419 11,721,599 17,820

(X8,846,339) (X8,828,519) (X17,82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7,820

14,616,000원 = 14,616(X14,616)ㅇ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450,000원 = 450(X450)ㅇ 구인처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경비

2,754,000원 = 2,754(X2,754)ㅇ 취업설계사 4대보험료 및 운영비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227,400 177,000 50,400

(X192,000) (X141,600) (X50,4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0,400

50,400,000원 = 50,400(X50,400)ㅇ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27,199,447 27,189,011 10,436

(X12,056,230) (X12,045,794) (X10,436)

단위 :

(일반회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286,220 282,920 3,300

(X144,760) (X141,460) (X3,3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300

= 3,300ㅇ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

825,000원 = 825(X825)  · 장애여성네트워크

825,000원 = 825(X825)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825,000원 = 825(X825)  ·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825,000원 = 825(X825)  · (사)한국농아인협회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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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1,885,451 1,882,815 2,636

(X842,787) (X840,151) (X2,636)

(100-307-05) 민간위탁금 1,192

4,000원 = 4(X4)ㅇ 자활지원센터 운영

1,188,000원 = 1,188(X1,188)ㅇ 그룹홈 운영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444

256,000원 = 256(X256)ㅇ 쉼터운영

1,188,000원 = 1,188(X1,188)ㅇ 그룹홈 운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6,762,489 6,757,989 4,500

(X4,431,490) (X4,426,990) (X4,5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500

4,500,000원 = 4,500(X4,500)ㅇ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212,735,012 212,671,328 63,684

(X41,269,423) (X41,205,739) (X63,684)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48,004,679 147,940,995 63,684

(X25,245,940) (X25,182,256) (X63,684)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48,004,679 147,940,995 63,684

(X25,245,940) (X25,182,256) (X63,684)

단위 :

(일반회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5,680,164 5,631,632 48,532

(X2,438,148) (X2,389,616) (X48,532)

(100-307-05) 민간위탁금 48,532

48,532,000원 = 48,532(X48,532)ㅇ 피해아동쉼터 확대 설치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65,577 50,425 15,152

(X35,322) (X20,170) (X15,152)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152

15,152,000원 = 15,152(X15,152)ㅇ 심리치료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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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574,100,440 574,094,082 6,358

(X60,426,190) (X60,419,832) (X6,358)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부서 : 24,874,133 24,867,775 6,358

(X5,080,602) (X5,074,244) (X6,358)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22,268,358 22,262,000 6,358

(X5,012,358) (X5,006,000) (X6,358)

유통거래질서 확립 325,358 319,000 6,358

(X18,358) (X12,000) (X6,358)

단위 :

(일반회계)

양곡관리 18,358 12,000 6,358

(X18,358) (X12,000) (X6,358)

(100-201-01) 사무관리비 6,238

6,238,000원 = 6,238(X6,238)ㅇ 양곡매출결산, 차량유지비 등 경비

(100-202-01) 국내여비 120

120,000원 = 120(X120)ㅇ 양곡창고 및 가고용쌀공급업체 행정지도등 여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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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본부 4,682,054,210 4,658,217,113 23,837,097

(X2,359,085,293) (X2,335,248,196) (X23,837,097)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부서 : 2,098,655,464 2,076,139,464 22,516,000

(X977,990,710) (X955,474,710) (X22,516,0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 1,670,414,279 1,647,898,279 22,516,000

(X977,990,710) (X955,474,710) (X22,516,000)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760,092,562 759,976,562 116,000

(X515,779,224) (X515,663,224) (X116,000)

단위 :

(일반회계)

정부양곡 할인 지원 12,443,000 12,327,000 116,000

(X11,705,000) (X11,589,000) (X116,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6,000

= 116,000ㅇ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

116,000,000원 = 116,000(X116,000)  · 양곡대금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875,300,000 852,900,000 22,400,000

(X447,842,486) (X425,442,486) (X22,400,000)

단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875,300,000 852,900,000 22,400,000

(X447,842,486) (X425,442,486) (X22,400,000)

(208-307-05) 민간위탁금 22,400,000

22,400,000,000원 = 22,400,000(X22,400,000)ㅇ 수급권자 진료비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부서 : 1,515,553,224 1,515,436,845 116,379

(X1,052,705,230) (X1,052,588,851) (X116,379)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513,845,319 1,513,728,940 116,379

(X1,052,705,230) (X1,052,588,851) (X116,379)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6,956,868 36,841,289 115,579

(X9,366,298) (X9,250,719) (X115,579)

단위 :

(일반회계)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5,691,811 15,576,232 115,579

(X8,911,092) (X8,795,513) (X115,579)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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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5,579

115,579,000원 = 115,579(X115,579)ㅇ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6,746,127 36,745,327 800

(X2,127,574) (X2,126,774) (X800)

단위 :

(일반회계)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95,694 94,894 800

(X95,694) (X94,894) (X8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

800,000원 = 800(X800)ㅇ 장례 및 감염병관리 소요비용 설치·지원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168,507,721 167,840,503 667,218

(X45,571,300) (X44,904,082) (X667,218)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168,130,895 167,463,677 667,218

(X45,571,300) (X44,904,082) (X667,21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23,669,673 123,002,455 667,218

(X38,640,470) (X37,973,252) (X667,218)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1,093,575 90,426,357 667,218

(X38,520,470) (X37,853,252) (X667,218)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667,218

667,218,000원 = 667,218(X667,218)ㅇ 법인시설 운영

복지본부 자활지원과부서 : 111,838,683 111,301,183 537,500

(X49,063,780) (X48,526,280) (X537,500)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43,089,593 42,804,093 285,500

(X3,579,013) (X3,293,513) (X285,500)

노숙인 자활지원 21,203,204 20,997,704 205,500

(X434,867) (X229,367) (X205,500)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690,465 650,465 40,000

(X40,000) (X40,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0,000

40,000,000원 = 40,000(X40,000)ㅇ 임시주거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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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노숙인 보호 6,519,182 6,498,682 20,500

(X113,500) (X93,000) (X20,500)

(100-307-05) 민간위탁금 20,500

20,500,000원 = 20,500(X20,500)ㅇ 노숙인 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1,140,677 1,010,677 130,000

(X130,000) (X13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000

130,000,000원 = 130,000(X130,000)ㅇ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284,467 269,467 15,000

(X151,367) (X136,367) (X15,000)

(100-307-05) 민간위탁금 15,000

15,000,000원 = 15,000(X15,000)ㅇ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1,886,389 21,806,389 80,000

(X3,144,146) (X3,064,146) (X80,000)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6,759,170 6,679,170 80,000

(X2,775,868) (X2,695,868) (X80,000)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80,000

80,000,000원 = 80,000(X80,000)ㅇ 은평의마을 기능보강비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68,442,990 68,190,990 252,000

(X45,484,767) (X45,232,767) (X252,000)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68,442,990 68,190,990 252,000

(X45,484,767) (X45,232,767) (X252,000)

단위 :

(일반회계)

자활장려금 2,610,400 2,358,400 252,000

(X1,860,000) (X1,608,000) (X252,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52,000

252,000,000원 = 252,000(X252,000)ㅇ 자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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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본부- 9 -



시민건강국 422,026,561 421,177,561 849,000

(X105,203,673) (X104,354,673) (X849,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67,878,416 167,629,416 249,000

(X17,408,017) (X17,159,017) (X249,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67,580,346 167,331,346 249,000

(X17,408,017) (X17,159,017) (X249,00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39,351,155 39,132,155 219,000

(X12,599,415) (X12,380,415) (X219,000)

단위 :

(일반회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45,000 30,000 15,000

(X30,000) (X15,000) (X15,000)

(100-307-01) 의료및구료비 15,000

15,000,000원 = 15,000(X15,000)ㅇ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478,212 328,212 150,000

(X295,399) (X145,399) (X150,000)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응급의료기관) 1,215,720 1,161,720 54,000

(X634,860) (X580,860) (X54,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0

54,000,000원 = 54,000(X54,000)ㅇ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응급의료기관)

정신보건 시설운영 47,500,617 47,470,617 30,000

(X4,538,602) (X4,508,602) (X30,000)

단위 :

(일반회계)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8,202,990 8,172,990 30,000

(X4,023,482) (X3,993,482) (X3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20,000

= 10,000ㅇ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운영보조

10,000,000원 = 10,000(X10,000)  · 운영비

= 10,000ㅇ 시립은혜로운집 운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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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10 -



10,000,000원 = 10,000(X10,000)· 운영비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

= 10,000ㅇ 서울정신요양원 운영보조

10,000,000원 = 10,000(X10,000)· 운영비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부서 : 106,635,066 106,535,066 100,000

(X44,941,741) (X44,841,741) (X100,000)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106,061,338 105,961,338 100,000

(X44,941,741) (X44,841,741) (X100,000)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11,654,515 11,554,515 100,000

(X4,004,848) (X3,904,848) (X100,000)

단위 :

(일반회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2,176,562 2,076,562 100,000

(X1,138,281) (X1,038,281) (X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진료비, 등록관리비, 구매비, 검진치료비, 시약구매비

서북병원 원무과부서 : 13,384,386 12,884,386 500,000

(X684,500) (X184,500) (X500,000)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정책 : 10,968,773 10,468,773 500,000

(X684,500) (X184,500) (X500,000)

서북병원 운영 10,968,773 10,468,773 500,000

(X684,500) (X184,500) (X500,000)

단위 :

(일반회계)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1,809,440 1,309,440 500,000

(X500,000) (X500,0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

500,000,000원 = 500,000(X500,000)ㅇ 전동식 흉벽진동기 외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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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11 -



도시교통본부 2,094,425,312 2,094,345,312 80,000

(X73,959,900) (X73,879,900) (X8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부서 : 1,100,228,432 1,100,148,432 80,000

(X56,709,000) (X56,629,000) (X80,000)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정책 : 218,033,987 217,953,987 80,000

(X44,894,000) (X44,814,000) (X80,000)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도시철도특) 193,780,896 193,700,896 80,000

(X44,823,000) (X44,743,000) (X80,000)

단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4,106,000 14,026,000 80,000

(X5,423,000) (X5,343,000) (X80,000)

(201-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80,000

80,000,000원 = 80,000(X80,000)ㅇ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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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본부- 12 -



기후환경본부 519,957,808 519,947,808 10,000

(X52,650,915) (X52,640,915) (X1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부서 : 113,371,594 113,361,594 10,000

(X1,310,000) (X1,300,000) (X10,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정책 : 85,637,655 85,627,655 10,000

(X1,310,000) (X1,300,000) (X10,000)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8,641,260 8,631,260 10,000

(X1,310,000) (X1,300,000) (X10,000)

단위 :

(일반회계)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10,000 0 10,000

(X10,000) (X1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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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13 -



문화본부 327,767,218 327,516,472 250,746

(X75,339,241) (X75,088,495) (X250,74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부서 : 108,895,021 108,644,275 250,746

(X262,146) (X11,400) (X250,746)

문화도시 서울 구현정책 : 108,451,179 108,200,433 250,746

(X262,146) (X11,400) (X250,746)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15,432,236 15,181,490 250,746

(X250,746) (X250,746)

단위 :

(일반회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250,746 0 250,746

(X250,746) (X250,746)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0,746

250,746,000원 = 250,746(X250,746)ㅇ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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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14 -



안전총괄본부 960,049,377 960,029,377 20,000

(X32,335,500) (X32,315,500) (X20,000)

(채20,000,000) (채20,000,000)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부서 : 1,732,368 1,712,368 20,000

(X199,500) (X179,500) (X20,000)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정책 : 1,725,836 1,705,836 20,000

(X199,500) (X179,500) (X20,000)

재난상황관리 1,725,836 1,705,836 20,000

(X199,500) (X179,500) (X20,000)

단위 :

(일반회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239,000 219,000 20,000

(X129,500) (X109,500) (X2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15,000

15,000,000원 = 15,000(X15,000)ㅇ 시 훈련경비(홍보, 상황실 운영 등)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

5,000,000원 = 5,000(X5,000)ㅇ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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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총괄본부- 15 -



주택건축국 1,047,438,899 1,040,316,365 7,122,534

(X160,822,417) (X153,699,883) (X7,122,53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부서 : 337,372,792 330,250,258 7,122,534

(X65,790,234) (X58,667,700) (X7,122,534)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337,306,722 330,184,188 7,122,534

(X65,790,234) (X58,667,700) (X7,122,534)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279,243,927 272,121,393 7,122,534

(X65,790,234) (X58,667,700) (X7,122,534)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53,250,000 52,125,000 1,125,000

(X15,750,000) (X14,625,000) (X1,125,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125,000

1,125,000,000원 = 1,125,000(X1,125,00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 국고보조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17,814,094 12,999,000 4,815,094

(X15,727,094) (X10,912,000) (X4,815,094)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4,815,094

4,815,094,000원 = 4,815,094(X4,815,094)ㅇ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4,272,440 3,090,000 1,182,440

(X4,272,440) (X3,090,000) (X1,182,440)

(204-309-01)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182,440

1,182,440,000원 = 1,182,440(X1,182,440)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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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국- 16 -



푸른도시국 366,390,563 366,230,563 160,000

(X29,300,809) (X29,140,809) (X16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부서 : 40,225,680 40,065,680 160,000

(X210,000) (X50,000) (X160,000)

생활주변 녹지확충정책 : 40,178,852 40,018,852 160,000

(X210,000) (X50,000) (X160,000)

시민참여 녹지조성 10,930,340 10,770,340 160,000

(X210,000) (X50,000) (X160,000)

단위 :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 4,210,000 4,050,000 160,000

(X160,000) (X16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0,000

160,000,000원 = 160,000(X160,000)ㅇ 강동구 둔촌고 에코스쿨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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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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