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20,971,200,741 1,216,42720,972,417,168

500 보조금 3,038,817,338 1,216,4273,040,033,765

510 국고보조금등 3,038,817,338 1,216,4273,040,033,765

511 국고보조금등 3,038,817,338 1,216,4273,040,033,765

01 국고보조금 2,815,234,796 1,215,2272,816,450,023

1,193,29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4,034ㅇ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034,000원

1,189,257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89,257,000원

7,65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7,654ㅇ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7,654,000원

5,28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591ㅇ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591,000원

4,691ㅇ 밭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 4,691,000원

9,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9,000ㅇ 산불방지 대책 9,000,000원

03 기금 163,081,207 1,200163,082,407

1,2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1,200ㅇ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1,2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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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실 2,214,809,556 2,213,607,411 1,202,145

(X657,418,621) (X656,216,476) (X1,202,14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부서 : 1,892,005,654 1,890,812,363 1,193,291

(X594,042,876) (X592,849,585) (X1,193,291)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889,344,989 1,888,151,698 1,193,291

(X594,042,876) (X592,849,585) (X1,193,291)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704,438,504 1,704,434,470 4,034

(X577,213,466) (X577,209,432) (X4,034)

단위 :

(일반회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904,925 900,891 4,034

(X70,720) (X66,686) (X4,034)

(100-307-05) 민간위탁금 4,034

4,034,000원 = 4,034(X4,034)ㅇ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보육시설 확충 176,163,463 174,974,206 1,189,257

(X16,644,710) (X15,455,453) (X1,189,257)

단위 :

(일반회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6,599,257 165,410,000 1,189,257

(X15,129,257) (X13,940,000) (X1,189,257)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89,257

1,189,257,000원 = 1,189,257(X1,189,257)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300개소)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208,152,432 208,143,578 8,854

(X38,449,993) (X38,441,139) (X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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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실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206,426,089 206,417,235 8,854

(X38,449,993) (X38,441,139) (X8,854)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49,834,833 149,827,179 7,654

(X22,248,092) (X22,240,438) (X7,654)

단위 :

(일반회계)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78,192 70,538 7,654

(X35,869) (X28,215) (X7,654)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654

7,654,000원 = 7,654(X7,654)ㅇ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35,374,870 35,373,670 1,200

(X9,636,464) (X9,635,264) (X1,200)

단위 :

(일반회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34,800 33,600 1,200

(X34,800) (X33,600) (X1,2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0

1,200,000원 = 1,200(X1,200)ㅇ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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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326,319,314 326,314,032 5,282

(X28,365,262) (X28,359,980) (X5,28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부서 : 13,046,455 13,041,173 5,282

(X1,267,838) (X1,262,556) (X5,282)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정책 : 10,599,985 10,594,703 5,282

(X597,138) (X591,856) (X5,282)

도시농업육성 지원 10,599,985 10,594,703 5,282

(X597,138) (X591,856) (X5,282)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65,191 64,600 591

(X65,191) (X64,600) (X59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1

591,000원 = 591(X591)ㅇ 쌀소득등보전 직접직불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7,623 2,932 4,691

(X7,623) (X2,932) (X4,69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91

4,691,000원 = 4,691(X4,691)ㅇ 밭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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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진흥본부



푸른도시국 387,784,168 387,775,168 9,000

(X28,847,102) (X28,838,102) (X9,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47,448,636 47,439,636 9,000

(X5,895,530) (X5,886,530) (X9,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47,259,304 47,250,304 9,000

(X5,895,530) (X5,886,530) (X9,000)

생태계 보전사업 29,324,304 29,315,304 9,000

(X5,895,530) (X5,886,530) (X9,000)

단위 :

(일반회계)

산불방지 대책 546,893 537,893 9,000

(X367,222) (X358,222) (X9,000)

(100-303-01) 포상금 9,000

9,000,000원 = 9,000(X9,000)ㅇ 지자체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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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푸른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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