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8,985,121,803 19,693,17419,004,814,977

500 보조금 2,958,882,616 19,693,1742,978,575,790

510 국고보조금등 2,958,882,616 19,693,1742,978,575,790

511 국고보조금등 2,958,882,616 19,693,1742,978,575,790

01 국고보조금 2,778,559,081 14,765,8762,793,324,957

95,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95,000ㅇ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95,000,000원

7,405,38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353,246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53,246,000원

6,449,934ㅇ 영유아 보육료(보조) 6,449,934,000원

187,615ㅇ 가정양육수당 지원 187,615,000원

409,835ㅇ 보육돌봄서비스 409,835,000원

4,755ㅇ 육아종합지원센터 4,755,000원

1,85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1,503ㅇ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503,000원

349ㅇ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349,000원

290,203<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268,208ㅇ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268,208,000원

21,995ㅇ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1,995,000원

477,8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62,914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2,914,000원

30,548ㅇ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30,548,000원

297,721ㅇ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97,721,000원

5,385ㅇ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5,385,000원

81,232ㅇ 장애인일자리지원 81,232,000원

316,636<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316,636ㅇ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316,636,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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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10,000ㅇ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여여 지원) 10,000,000원

4,140,00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4,140,000ㅇ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4,140,000,000원

319,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319,000ㅇ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319,000,000원

144,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144,000ㅇ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144,000,000원

12,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12,000ㅇ 산불방지 대책 12,000,000원

1,554,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1,554,000ㅇ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1,554,000,000원

03 기금 140,793,378 4,927,298145,720,676

2,927,298<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2,927,298ㅇ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2,927,298,000원

1,000,000< 문화본부 박물관진흥과 >

1,000,000ㅇ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지원 1,000,000,000원

1,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1,000,000ㅇ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지원 1,000,000,000원

2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99,630,000 18,000899,648,000

500 보조금 130,723,000 18,000130,741,000

510 국고보조금등 130,723,000 18,000130,741,000

511 국고보조금등 130,723,000 18,000130,741,000

01 국고보조금 130,723,000 18,000130,741,000

18,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8,000ㅇ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8,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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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364,060,093 18,172,0001,382,232,093

500 보조금 162,092,417 18,172,000180,264,417

510 국고보조금등 162,092,417 18,172,000180,264,417

511 국고보조금등 162,092,417 18,172,000180,264,417

01 국고보조금 7,664,000 18,172,00025,836,000

18,172,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17,640,000ㅇ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 공사 17,640,000,000원

532,000ㅇ 중화재정비지구 봉화산로 확장 공사 532,000,000원

2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75,300,000 13,000,000888,300,000

500 보조금 447,842,486 13,000,000460,842,486

510 국고보조금등 447,842,486 13,000,000460,842,486

511 국고보조금등 447,842,486 13,000,000460,842,486

01 국고보조금 447,842,486 13,000,000460,842,486

13,000,00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13,000,000ㅇ 의료급여사업 13,000,000,000원

21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7,500,000 5,606,000143,106,000

500 보조금 45,086,000 5,606,00050,692,000

510 국고보조금등 45,086,000 5,606,00050,692,000

511 국고보조금등 45,086,000 5,606,00050,692,000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086,000 5,606,00050,692,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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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300,000ㅇ 태릉~구리간 도로확장 300,000,000원

5,30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

300,000ㅇ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0,000,000원

5,006,000ㅇ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006,000,000원

302 수도사업특별회계 763,500,000 302,100763,802,100

500 보조금 20,000 302,100322,100

510 국고보조금등 20,000 302,100322,100

511 국고보조금등 20,000 302,100322,100

01 국고보조금 20,000 302,100322,100

302,100<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302,100ㅇ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302,1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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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2,094,664,014 2,087,163,629 7,500,385

(X654,672,111) (X647,171,726) (X7,500,38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84,714,447 84,619,447 95,000

(X21,239,569) (X21,144,569) (X95,000)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83,662,622 83,567,622 95,000

(X21,239,569) (X21,144,569) (X95,000)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27,294,447 27,199,447 95,000

(X12,151,230) (X12,056,230) (X95,000)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874,428 1,779,428 95,000

(X984,714) (X889,714) (X95,000)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95,000

95,000,000원 = 95,000(X95,000)ㅇ 영보자애원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부서 : 1,774,044,224 1,766,638,839 7,405,385

(X587,490,266) (X580,084,881) (X7,405,385)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773,984,673 1,766,579,288 7,405,385

(X587,490,266) (X580,084,881) (X7,405,385)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653,947,173 1,646,895,034 7,052,139

(X568,069,934) (X561,017,795) (X7,052,139)

단위 :

(일반회계)

보육돌봄서비스 153,766,042 153,356,207 409,835

(X54,149,974) (X53,740,139) (X409,83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9,835

409,835,000원 = 409,835(X409,835)ㅇ 보육교직원 인건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309,921,374 309,733,759 187,615

(X167,110,000) (X166,922,385) (X187,61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7,615

187,615,000원 = 187,615(X187,615)ㅇ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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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보조) 603,370,374 596,920,440 6,449,934

(X327,121,934) (X320,672,000) (X6,449,93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449,934

6,449,934,000원 = 6,449,934(X6,449,934)ㅇ 영유아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19,755 615,000 4,755

(X64,755) (X60,000) (X4,755)

(100-307-05) 민간위탁금 4,755

4,755,000원 = 4,755(X4,755)ㅇ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여위탁

보육시설 확충 114,188,758 113,835,512 353,246

(X19,215,488) (X18,862,242) (X353,246)

단위 :

(일반회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5,003,246 94,650,000 353,246

(X14,293,246) (X13,940,000) (X353,246)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3,246

353,246,000원 = 353,246(X353,246)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비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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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577,029,590 574,100,440 2,929,150

(X63,355,340) (X60,426,190) (X2,929,15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부서 : 230,133,965 227,206,667 2,927,298

(X25,515,310) (X22,588,012) (X2,927,29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정책 : 98,361,944 95,434,646 2,927,298

(X25,515,310) (X22,588,012) (X2,927,298)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9,829,012 46,901,714 2,927,298

(X25,515,310) (X22,588,012) (X2,927,298)

단위 :

(일반회계)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23,369,835 20,442,537 2,927,298

(X16,904,310) (X13,977,012) (X2,927,298)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927,298

2,927,298,000원 = 2,927,298(X2,927,298)ㅇ 주차장 건립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부서 : 6,632,329 6,630,477 1,852

(X557,278) (X555,426) (X1,852)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정책 : 6,624,329 6,622,477 1,852

(X557,278) (X555,426) (X1,852)

도시농업육성 지원 6,624,329 6,622,477 1,852

(X557,278) (X555,426) (X1,852)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64,949 64,600 349

(X64,949) (X64,600) (X34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9

349,000원 = 349(X349)ㅇ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2,935 1,432 1,503

(X2,935) (X1,432) (X1,503)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3

1,503,000원 = 1,503(X1,503)ㅇ 밭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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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본부 4,696,148,849 4,682,054,210 14,094,639

(X2,373,179,932) (X2,359,085,293) (X14,094,639)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부서 : 2,111,655,464 2,098,655,464 13,000,000

(X990,990,710) (X977,990,710) (X13,000,0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 1,683,414,279 1,670,414,279 13,000,000

(X990,990,710) (X977,990,710) (X13,000,000)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888,300,000 875,300,000 13,000,000

(X460,842,486) (X447,842,486) (X13,000,000)

단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888,300,000 875,300,000 13,000,000

(X460,842,486) (X447,842,486) (X13,000,000)

(208-307-05) 민간위탁금 13,000,000

13,000,000,000원 = 13,000,000(X13,000,000)ㅇ 수급권자 진료비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부서 : 1,515,843,427 1,515,553,224 290,203

(X1,052,995,433) (X1,052,705,230) (X290,203)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514,135,522 1,513,845,319 290,203

(X1,052,995,433) (X1,052,705,230) (X290,203)

치매어르신지원강화 120,577,674 120,309,466 268,208

(X4,279,306) (X4,011,098) (X268,208)

단위 :

(일반회계)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7,790,027 7,521,819 268,208

(X2,369,789) (X2,101,581) (X268,208)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68,208

268,208,000원 = 268,208(X268,208)ㅇ 노인복지시설(보조)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6,768,122 36,746,127 21,995

(X2,149,569) (X2,127,574) (X21,995)

단위 :

(일반회계)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17,689 95,694 21,995

(X117,689) (X95,694) (X21,99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995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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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5,000원 = 21,995(X21,995)ㅇ 장례 및 감염병관리 소요비용 설치·지원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168,985,521 168,507,721 477,800

(X46,049,100) (X45,571,300) (X477,800)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168,608,695 168,130,895 477,800

(X46,049,100) (X45,571,300) (X477,800)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38,608,236 38,521,619 86,617

(X4,672,641) (X4,586,024) (X86,617)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786,607 781,222 5,385

(X64,760) (X59,375) (X5,385)

(100-307-05) 민간위탁금 5,385

5,385,000원 = 5,385(X5,385)ㅇ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장애인 일자리 지원 8,783,560 8,702,328 81,232

(X4,607,881) (X4,526,649) (X81,23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1,232

74,169,000원 = 74,169(X74,169)ㅇ 일반형 일자리

7,063,000원 = 7,063(X7,063)ㅇ 복지 일자리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5,407,386 5,016,203 391,183

(X2,735,989) (X2,344,806) (X391,183)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349,244 1,286,330 62,914

(X736,202) (X673,288) (X62,914)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47,993

47,993,000원 = 47,993(X47,993)ㅇ 법인시설 기능보강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921

14,921,000원 = 14,921(X14,921)ㅇ 구립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554,748 524,200 30,548

(X105,230) (X74,682) (X30,548)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30,548

30,548,000원 = 30,548(X30,548)ㅇ 단기,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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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본부- 9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503,394 3,205,673 297,721

(X1,894,557) (X1,596,836) (X297,721)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47,721

247,721,000원 = 247,721(X247,721)ㅇ 신축(은평재활원), 증축(암사재활원) 등

(100-402-02) 민간대행사업비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시립평화로운집 기능보강(개보수)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474,220,828 473,904,192 316,636

(X185,272,912) (X184,956,276) (X316,636)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469,783,788 469,467,152 316,636

(X185,272,912) (X184,956,276) (X316,63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443,746,553 443,429,917 316,636

(X183,504,868) (X183,188,232) (X316,636)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50,062,564 149,745,928 316,636

(X74,562,224) (X74,245,588) (X316,63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6,636

316,636,000원 = 316,636(X316,636)ㅇ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보조)

복지본부 자활지원과부서 : 111,848,683 111,838,683 10,000

(X49,073,780) (X49,063,780) (X10,000)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43,099,593 43,089,593 10,000

(X3,589,013) (X3,579,013) (X10,000)

노숙인 자활지원 21,213,204 21,203,204 10,000

(X444,867) (X434,867) (X10,000)

단위 :

(일반회계)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1,150,677 1,140,677 10,000

(X140,000) (X130,000) (X1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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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본부- 10 -



시민건강국 426,166,561 422,026,561 4,140,000

(X109,343,673) (X105,203,673) (X4,140,00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부서 : 110,775,066 106,635,066 4,140,000

(X49,081,741) (X44,941,741) (X4,140,000)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110,201,338 106,061,338 4,140,000

(X49,081,741) (X44,941,741) (X4,140,000)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15,794,515 11,654,515 4,140,000

(X8,144,848) (X4,004,848) (X4,140,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4,140,000 0 4,140,000

(X4,140,000) (X4,140,000)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4,140,000

4,140,000,000원 = 4,140,000(X4,140,000)ㅇ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 확충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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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11 -



도시교통본부 2,094,443,312 2,094,425,312 18,000

(X73,977,900) (X73,959,900) (X18,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부서 : 1,100,246,432 1,100,228,432 18,000

(X56,727,000) (X56,709,000) (X18,000)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정책 : 218,051,987 218,033,987 18,000

(X44,912,000) (X44,894,000) (X18,000)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도시철도특) 193,798,896 193,780,896 18,000

(X44,841,000) (X44,823,000) (X18,000)

단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9,505,000 19,487,000 18,000

(X6,718,000) (X6,700,000) (X18,000)

(201-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8,000

18,000,000원 = 18,000(X18,000)ㅇ 공사공단자본전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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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본부- 12 -



기후환경본부 520,276,808 519,957,808 319,000

(X52,969,915) (X52,650,915) (X319,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부서 : 269,747,280 269,428,280 319,000

(X1,000,000) (X681,000) (X319,000)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정책 : 268,953,319 268,634,319 319,000

(X1,000,000) (X681,000) (X319,000)

신재생에너지 보급 4,177,766 3,858,766 319,000

(X1,000,000) (X681,000) (X319,000)

단위 :

(일반회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319,000 0 319,000

(X319,000) (X319,000)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319,000

319,000,000원 = 319,000(X319,000)ㅇ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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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13 -



문화본부 328,911,218 327,767,218 1,144,000

(X76,483,241) (X75,339,241) (X1,144,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부서 : 109,039,021 108,895,021 144,000

(X406,146) (X262,146) (X144,000)

문화도시 서울 구현정책 : 108,595,179 108,451,179 144,000

(X406,146) (X262,146) (X144,000)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15,576,236 15,432,236 144,000

(X394,746) (X250,746) (X144,000)

단위 :

(일반회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394,746 250,746 144,000

(X394,746) (X250,746) (X144,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4,000

144,000,000원 = 144,000(X144,000)ㅇ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성북구)

문화본부 박물관진흥과부서 : 9,295,400 8,295,400 1,000,000

(X1,000,000) (X1,000,000)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정책 : 8,973,400 7,973,400 1,000,000

(X1,000,000) (X1,000,000)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8,973,400 7,973,400 1,000,000

(X1,000,000) (X1,000,000)

단위 :

(일반회계)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지원 2,000,000 1,000,000 1,000,000

(X1,000,000) (X1,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1,000,000,000원 = 1,000,000(X1,000,000)ㅇ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관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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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14 -



관광체육국 254,605,887 253,605,887 1,000,000

(X22,612,223) (X21,612,223) (X1,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부서 : 23,220,500 22,220,500 1,000,000

(X4,796,000) (X3,796,000) (X1,000,00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 22,246,473 21,246,473 1,000,000

(X4,796,000) (X3,796,000) (X1,000,000)

만족스러운 관광인프라 구축 8,416,500 7,416,500 1,000,000

(X1,000,000) (X1,000,000)

단위 :

(일반회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1,000,000 0 1,000,000

(X1,000,000) (X1,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1,000,000,000원 = 1,000,000(X1,000,000)ㅇ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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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15 -



안전총괄본부 960,349,377 960,049,377 300,000

(X32,635,500) (X32,335,500) (X300,000)

(채20,000,000) (채20,000,00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부서 : 499,273,082 498,973,082 300,000

(X32,392,000) (X32,092,000) (X300,000)

(채20,000,000) (채20,000,000)

도로 건설정책 : 499,206,959 498,906,959 300,000

(X32,392,000) (X32,092,000) (X300,000)

(채20,000,000) (채20,000,000)

광역도로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7,886,000 107,586,000 300,000

(X32,392,000) (X32,092,000) (X300,000)

단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태릉~구리간 도로확장 300,000 0 300,000

(X300,000) (X300,000)

(210-401-01) 시설비 300,000

300,000,000원 = 300,000(X300,000)ㅇ 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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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총괄본부- 16 -



도시재생본부 1,358,844,048 1,340,672,048 18,172,000

(X22,664,000) (X4,492,000) (X18,172,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부서 : 337,567,965 319,395,965 18,172,000

(X18,172,000) (X18,172,000)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정책 : 26,456,424 8,284,424 18,172,000

(X18,172,000) (X18,172,000)

뉴타운지원(재촉) 26,456,424 8,284,424 18,172,000

(X18,172,000) (X18,172,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길 확장공사 532,000 0 532,000

(X532,000) (X532,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32,000

532,000,000원 = 532,000(X532,000)ㅇ 봉화산로 확장공사(중랑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17,640,000 0 17,640,000

(X17,640,000) (X17,64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7,640,000

17,640,000,000원 = 17,640,000(X17,640,000)ㅇ 상계로 확장공사 지원(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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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본부- 17 -



푸른도시국 366,402,563 366,390,563 12,000

(X29,312,809) (X29,300,809) (X12,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41,868,329 41,856,329 12,000

(X8,373,113) (X8,361,113) (X12,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41,767,198 41,755,198 12,000

(X8,373,113) (X8,361,113) (X12,000)

생태계 보전사업 29,940,198 29,928,198 12,000

(X7,873,113) (X7,861,113) (X12,000)

단위 :

(일반회계)

산불방지 대책 627,666 615,666 12,000

(X420,930) (X408,930) (X12,000)

(100-303-01) 포상금 12,000

12,000,000원 = 12,000(X12,000)ㅇ 지자체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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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18 -



물순환안전국 991,316,264 989,762,264 1,554,000

(X62,120,757) (X60,566,757) (X1,554,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부서 : 231,085,873 229,531,873 1,554,000

(X20,818,000) (X19,264,000) (X1,554,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143,366,162 141,812,162 1,554,000

(X20,818,000) (X19,264,000) (X1,554,000)

수방대책 사업 105,005,162 103,451,162 1,554,000

(X19,698,000) (X18,144,000) (X1,554,000)

단위 :

(일반회계)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5,070,000 3,516,000 1,554,000

(X3,468,000) (X1,914,000) (X1,554,000)

(100-401-01) 시설비 1,554,000

1,554,000,000원 = 1,554,000(X1,554,000)ㅇ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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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안전국- 19 -



도시기반시설본부 779,339,660 774,033,660 5,306,000

(X104,200,000) (X98,894,000) (X5,306,000)

(채70,000,000) (채7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부서 : 779,339,660 774,033,660 5,306,000

(X104,200,000) (X98,894,000) (X5,306,000)

(채70,000,000) (채70,000,000)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정책 : 18,300,000 12,994,000 5,306,000

(X18,300,000) (X12,994,000) (X5,306,000)

광역철도 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8,300,000 12,994,000 5,306,000

(X18,300,000) (X12,994,000) (X5,306,000)

단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
회계)

11,000,000 5,994,000 5,006,000

(X11,000,000) (X5,994,000) (X5,006,000)

(210-401-01) 시설비 5,006,000

5,006,000,000원 = 5,006,000(X5,006,000)ㅇ 설계비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7,300,000 7,000,000 300,000

(X7,300,000) (X7,000,000) (X300,000)

(210-401-01) 시설비 300,000

= 300,000ㅇ 설계비

300,000,000원 = 300,000(X300,000)·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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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시설본부- 20 -



상수도사업본부 763,802,100 763,500,000 302,100

(X322,100) (X20,000) (X302,100)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부서 : 763,802,100 763,500,000 302,100

(X322,100) (X20,000) (X302,100)

안정된 아리수 공급체계 구축정책 : 180,771,082 180,468,982 302,100

(X322,100) (X20,000) (X302,100)

옥내급수설비 관리개선 17,280,505 16,978,405 302,100

(X322,100) (X20,000) (X302,100)

단위 :

(수도사업특별회계)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17,280,505 16,978,405 302,100

(X322,100) (X20,000) (X302,100)

(302-201-02) 공공운영비 302,100

302,100,000원 = 302,100(X302,100)ㅇ 노후옥내배관교체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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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21 -


	세입
	[100] 일반회계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1] 국고보조금
	[03] 기금




	[2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1] 국고보조금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1]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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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1]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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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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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1]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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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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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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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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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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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일반회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일반회계]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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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도시철도특)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대기]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일반회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문화본부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구현
	
	[일반회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문화본부 박물관진흥과
	[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일반회계]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관광체육국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일반회계] 만족스러운 관광인프라 구축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도로] 도로 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도로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태릉~구리간 도로확장
	시설비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지역및도시]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주택사업특별회계] 뉴타운지원(재촉)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길 확장공사
	자치단체자본보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자치단체자본보조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자연]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일반회계] 생태계 보전사업
	산불방지 대책
	포상금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 관리
	
	[일반회계] 수방대책 사업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시설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도시철도]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철도 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시설비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시설비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상하수도ㆍ수질] 안정된 아리수 공급체계 구축
	
	[수도사업특별회계] 옥내급수설비 관리개선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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