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19,006,314,977 7,225,00019,013,539,977

500 보조금 2,980,075,790 7,225,0002,987,300,790

510 국고보조금등 2,980,075,790 7,225,0002,987,300,790

511 국고보조금등 2,980,075,790 7,225,0002,987,300,790

01 국고보조금 2,794,824,957 7,190,0002,802,014,957

5,048,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5,048,000ㅇ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5,048,000,000원

2,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2,000,000ㅇ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2,000,000,000원

142,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142,000ㅇ 국가하천 유지보수 142,000,000원

03 기금 145,720,676 35,000145,755,676

35,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35,000ㅇ 산업관광 육성 35,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382,232,093 166,2191,382,398,312

500 보조금 180,264,417 166,219180,430,636

510 국고보조금등 180,264,417 166,219180,430,636

511 국고보조금등 180,264,417 166,219180,430,636

03 기금 154,428,417 166,219154,594,636

166,21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166,219ㅇ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추가공급 166,219,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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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성가족정책실 2,099,712,014 2,094,664,014 5,048,000

(X659,720,111) (X654,672,111) (X5,048,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217,783,012 212,735,012 5,048,000

(X46,317,423) (X41,269,423) (X5,048,000)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68,635,339 63,587,339 5,048,000

(X21,071,483) (X16,023,483) (X5,048,000)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11,802,108 6,754,108 5,048,000

(X5,467,226) (X419,226) (X5,048,000)

단위 :

(일반회계)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8,048,000 3,000,000 5,048,000

(X5,048,000) (X5,048,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48,000

5,048,000,000원 = 5,048,000(X5,048,000)ㅇ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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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2 



경제진흥본부 579,029,590 577,029,590 2,000,000

(X65,355,340) (X63,355,340) (X2,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부서 : 79,121,852 77,121,852 2,000,000

(X15,319,000) (X13,319,000) (X2,000,000)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정책 : 77,801,817 75,801,817 2,000,000

(X15,319,000) (X13,319,000) (X2,000,000)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53,376,467 51,376,467 2,000,000

(X10,000,000) (X8,000,000) (X2,00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7,717,117 5,717,117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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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

2,000,000,000원 = 2,000,000(X2,000,000)ㅇ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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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진흥본부-  3 



관광체육국 254,640,887 254,605,887 35,000

(X22,647,223) (X22,612,223) (X35,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부서 : 23,255,500 23,220,500 35,000

(X4,831,000) (X4,796,000) (X35,00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 22,281,473 22,246,473 35,000

(X4,831,000) (X4,796,000) (X35,000)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13,864,973 13,829,973 35,000

(X3,831,000) (X3,796,000) (X35,000)

단위 :

(일반회계)

산업관광  육성 35,000 0 35,000

(X35,000) (X3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

25,000,000원 = 25,000(X25,000)ㅇ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구로)

10,000,000원 = 10,000(X10,000)ㅇ 한강의 기적, 산업화와 창조의 길(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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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4



주택건축국 1,047,605,118 1,047,438,899 166,219

(X160,988,636) (X160,822,417) (X166,219)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부서 : 337,539,011 337,372,792 166,219

(X65,956,453) (X65,790,234) (X166,219)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337,472,941 337,306,722 166,219

(X65,956,453) (X65,790,234) (X166,219)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279,410,146 279,243,927 166,219

(X65,956,453) (X65,790,234) (X166,219)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추가공급 4,158,219 3,992,000 166,219

(X166,219) (X166,219)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66,219

166,219,000원 = 166,219(X166,219)ㅇ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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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국-  5 



물순환안전국 991,458,264 991,316,264 142,000

(X62,262,757) (X62,120,757) (X142,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부서 : 231,227,873 231,085,873 142,000

(X20,960,000) (X20,818,000) (X142,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143,508,162 143,366,162 142,000

(X20,960,000) (X20,818,000) (X142,000)

하천복원 및 정비 38,503,000 38,361,000 142,000

(X1,262,000) (X1,120,000) (X142,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하천 유지보수 1,262,000 1,120,000 142,000

(X1,262,000) (X1,120,000) (X142,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2,000

142,000,000원 = 142,000(X142,000)ㅇ 구로구청 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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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안전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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