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20,640,419,903 15,694,65620,656,114,559

500 보조금 3,091,335,608 15,694,6563,107,030,264

510 국고보조금등 3,091,335,608 15,694,6563,107,030,264

511 국고보조금등 3,091,335,608 15,694,6563,107,030,264

01 국고보조금 2,865,236,593 15,435,2982,880,671,891

286,298<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86,298ㅇ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86,298,000원

200,000ㅇ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200,000,000원

15,00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15,000,000ㅇ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15,000,000,000원

5,00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5,000ㅇ 가축방역-살처분보상금 5,000,000원

144,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136,000ㅇ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 방제)-국비 136,000,000원

8,000ㅇ 목재생산기반조성 8,000,000원

03 기금 167,278,695 259,358167,538,053

194,358<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194,358ㅇ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94,358,000원

65,00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65,000ㅇ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65,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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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440,911,536 440,625,238 286,298

(X86,288,927) (X86,002,629) (X286,298)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부서 : 36,099,079 35,812,781 286,298

(X9,188,867) (X8,902,569) (X286,298)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35,974,157 35,687,859 286,298

(X9,188,867) (X8,902,569) (X286,298)

도서관 육성지원 18,989,228 18,702,930 286,298

(X2,122,867) (X1,836,569) (X286,298)

단위 :

(일반회계)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86,298 0 86,298

(X86,298) (X86,29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298

86,298,000원 = 86,298(X86,298)ㅇ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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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356,047,200 341,047,200 15,000,000

(X102,355,500) (X87,355,500) (X15,000,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부서 : 154,055,104 139,055,104 15,000,000

(X19,243,000) (X4,243,000) (X15,000,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정책 : 110,558,077 95,558,077 15,000,000

(X19,243,000) (X4,243,000) (X15,000,000)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30,632,028 15,632,028 15,000,000

(X16,950,000) (X1,950,000) (X15,000,000)

단위 :

(일반회계)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17,000,000 2,000,000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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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1-01) 시설비 15,000,000

15,000,000,000원 = 15,000,000(X15,000,000)ㅇ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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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관광체육국 217,833,369 217,639,011 194,358

(X27,823,987) (X27,629,629) (X194,358)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부서 : 77,680,240 77,485,882 194,358

(X2,671,005) (X2,476,647) (X194,358)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69,784,873 69,590,515 194,358

(X2,671,005) (X2,476,647) (X194,358)

체육단체 운영 지원 43,671,269 43,476,911 194,358

(X2,671,005) (X2,476,647) (X194,358)

단위 :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8,029,756 7,835,398 194,358

(X194,358) (X194,358)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94,358

194,358,000원 = 194,358(X194,358)ㅇ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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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427,107,860 427,037,860 70,000

(X111,317,154) (X111,247,154) (X70,00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부서 : 119,863,298 119,798,298 65,000

(X52,449,239) (X52,384,239) (X65,000)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119,506,559 119,441,559 65,000

(X52,438,612) (X52,373,612) (X65,000)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6,925,574 6,860,574 65,000

(X2,995,709) (X2,930,709) (X65,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425,000 360,000 65,000

(X425,000) (X360,000) (X6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5,000

65,000,000원 = 65,000(X65,000)ㅇ 시설장비 유지비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부서 : 4,930,849 4,925,849 5,000

(X674,320) (X669,320) (X5,000)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정책 : 4,899,404 4,894,404 5,000

(X674,320) (X669,320) (X5,000)

수의공중보건 강화 592,203 587,203 5,000

(X374,320) (X369,320) (X5,000)

단위 :

(일반회계)

가축방역-살처분보상금(시비) 13,000 8,000 5,000

(X12,000) (X7,000) (X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

5,000,000원 = 5,000(X5,000)ㅇ 살처분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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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푸른도시국 399,205,750 399,061,750 144,000

(X21,483,539) (X21,339,539) (X144,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49,496,122 49,352,122 144,000

(X6,739,806) (X6,595,806) (X144,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49,320,112 49,176,112 144,000

(X6,739,806) (X6,595,806) (X144,000)

생태계 보전사업 22,572,612 22,428,612 144,000

(X6,299,806) (X6,155,806) (X144,000)

단위 :

(일반회계)

목재생산 기반조성 8,000 0 8,000

(X8,000) (X8,000)

(100-201-01) 사무관리비 8,000

8,000,000원 = 8,000(X8,000)ㅇ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점검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 방제)-국비 2,299,125 2,163,125 136,000

(X1,521,239) (X1,385,239) (X136,000)

(100-401-01) 시설비 135,400

135,400,000원 = 135,400(X135,400)ㅇ 소나무재선충병 등 방제

(100-401-03) 시설부대비 600

600,000원 = 600(X600)ㅇ 시설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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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