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일반회계 22,564,258,653 8,196,31722,572,454,970

500 보조금 3,249,310,785 8,196,3173,257,507,102

510 국고보조금등 3,249,310,785 8,196,3173,257,507,102

511 국고보조금등 3,249,310,785 8,196,3173,257,507,102

01 국고보조금 2,997,381,316 4,112,3173,001,493,633

4,101,32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4,101,328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101,328,000원

10,989<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10,989ㅇ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국비) 10,989,000원

03 기금 188,925,767 4,084,000193,009,767

697,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697,000ㅇ 지방체육진흥 697,000,000원

1,50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1,500,000ㅇ 기초생활체육저변 확산지원 1,500,000,000원

1,887,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1,726,000ㅇ 강남세곡 노인전문병원(공립요양병원 BTL사업) 1,726,000,000원

161,000ㅇ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현장응급의료차량 구매(국비) 161,000,000원

21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8,951,613 6,000,000144,951,613

500 보조금 44,274,500 6,000,00050,274,500

510 국고보조금등 44,274,500 6,000,00050,274,500

511 국고보조금등 44,274,500 6,000,00050,274,500

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274,500 6,000,00050,274,500

6,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

6,000,000ㅇ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00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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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실 2,237,431,146 2,233,329,818 4,101,328

(X688,137,059) (X684,035,731) (X4,101,32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부서 : 1,908,289,944 1,904,188,616 4,101,328

(X621,998,377) (X617,897,049) (X4,101,328)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907,851,286 1,903,749,958 4,101,328

(X621,998,377) (X617,897,049) (X4,101,328)

보육시설 확충 176,027,919 171,926,591 4,101,328

(X23,942,858) (X19,841,530) (X4,101,328)

단위 :

(일반회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9,551,328 165,450,000 4,101,328

(X23,055,168) (X18,953,840) (X4,101,328)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101,328

4,101,328,000원 = 4,101,328(X4,101,328)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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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5,290,302,621 5,290,291,632 10,989

(X2,529,696,879) (X2,529,685,890) (X10,989)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부서 : 1,644,339,422 1,644,328,433 10,989

(X1,167,015,225) (X1,167,004,236) (X10,989)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1,634,299,982 1,634,288,993 10,989

(X1,167,015,225) (X1,167,004,236) (X10,989)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43,541,693 43,530,704 10,989

(X12,063,673) (X12,052,684) (X10,989)

단위 :

(일반회계)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국비) 8,807,816 8,796,827 10,989

(X5,885,111) (X5,874,122) (X10,98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989

10,989,000원 = 10,989(X10,989)ㅇ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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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본부



관광체육국 230,051,755 227,854,755 2,197,000

(X40,042,373) (X37,845,373) (X2,197,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부서 : 80,911,314 80,214,314 697,000

(X5,902,079) (X5,205,079) (X697,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73,015,947 72,318,947 697,000

(X5,902,079) (X5,205,079) (X697,000)

체육단체 운영 지원 45,770,343 45,073,343 697,000

(X4,770,079) (X4,073,079) (X697,000)

단위 :

(일반회계)

지방체육 진흥 697,000 0 697,000

(X697,000) (X697,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97,000

697,000,000원 = 697,000(X697,000)ㅇ 지방체육 진흥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41,470,613 39,970,613 1,500,000

(X14,326,294) (X12,826,294) (X1,500,00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정책 : 41,320,976 39,820,976 1,500,000

(X14,326,294) (X12,826,294) (X1,500,000)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22,478,200 20,978,200 1,500,000

(X9,382,700) (X7,882,700) (X1,500,000)

단위 :

(일반회계)

기초생활체육저변 확산지원 1,500,000 0 1,500,000

(X1,500,000) (X1,5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1,500,000,000원 = 1,500,000(X1,500,000)ㅇ 금천구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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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438,883,344 436,996,344 1,887,000

(X117,582,756) (X115,695,756) (X1,887,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46,149,182 144,262,182 1,887,000

(X15,041,644) (X13,154,644) (X1,887,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45,106,061 143,219,061 1,887,000

(X15,041,644) (X13,154,644) (X1,887,000)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67,316,829 65,590,829 1,726,000

(X2,251,000) (X525,000) (X1,726,000)

단위 :

(일반회계)

강남세곡 노인전문병원(공립요양병원 BTL사업) 1,726,000 0 1,726,000

(X1,726,000) (X1,726,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26,000

1,726,000,000원 = 1,726,000(X1,726,000)ㅇ 공립요양병원 BTL사업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27,529,756 27,368,756 161,000

(X9,164,780) (X9,003,780) (X161,000)

단위 :

(일반회계)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현장응급의료차량 구매(국비) 472,000 311,000 161,000

(X403,000) (X242,000) (X161,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61,000

161,000,000원 = 161,000(X161,000)ㅇ 재난거점병원 재난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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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민건강국



도시기반시설본부 1,086,793,668 1,080,793,668 6,000,000

(X91,959,000) (X85,959,000) (X6,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부서 : 1,086,793,668 1,080,793,668 6,000,000

(X91,959,000) (X85,959,000) (X6,000,000)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정책 : 44,739,000 38,739,000 6,000,000

(X29,559,000) (X23,559,000) (X6,000,000)

광역철도 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4,739,000 38,739,000 6,000,000

(X29,559,000) (X23,559,000) (X6,000,000)

단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
회계)

32,039,000 26,039,000 6,000,000

(X17,859,000) (X11,859,000) (X6,000,000)

(210-401-01) 시설비 6,000,000

6,000,000,000원 = 6,000,000(X6,000,000)ㅇ 공사비, 차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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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기반시설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