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예산이체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37건 228,594,248,150 228,594,248,15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46,200,000

2016-02-17 2.4 일자 조직개편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22,600,000 46,200,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
관

일반행정

시정여론조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39,1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
관

시정여론조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39,100,000 339,100,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
관

일반행정

시정여론조사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5,709,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
관

시정여론조사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5,709,000 15,709,00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66,506,000 16,101,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1,101,000 16,101,00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000 3,000,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0 3,000,00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체계적인 시정계획 수립 및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75,900,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체계적인 시정계획 수립 및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75,900,000 75,900,00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체계적인 시정계획 수립 및 운
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체계적인 시정계획 수립 및 운
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0 3,000,00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50,310,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50,310,000 150,310,00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201-03
행사운영비 103,770,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201-03
행사운영비 103,770,000 103,770,00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000 4,000,00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61,314,000 5,000,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5,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7,700,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7,700,000 57,700,00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0 3,000,00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207-01
연구용역비 80,000,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207-01
연구용역비 80,000,000 80,000,000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일반행정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306-01
출연금 165,214,473,000

2016-02-15 2.4 일자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306-01
출연금 165,214,473,000 165,214,473,00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일반행정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5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50,000 2,050,00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일반행정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60,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60,000,000 60,000,00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일반행정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0 3,000,00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일반행정

서울공간정보(앱)페스티벌 개
최

201-01
사무관리비 6,65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서울공간정보(앱)페스티벌 개
최

201-01
사무관리비 6,650,000 6,650,00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일반행정

서울공간정보(앱)페스티벌 개
최

201-03
행사운영비 165,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서울공간정보(앱)페스티벌 개
최

201-03
행사운영비 165,000,000 165,000,000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
관

일반행정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
201-01
사무관리비 1,083,512,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
201-01
사무관리비 1,083,512,000 1,083,512,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0 3,00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201-01
사무관리비 392,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챌린지 1000 프로젝트
201-01
사무관리비 392,000,000 392,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201-03
행사운영비 62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챌린지 1000 프로젝트
201-03
행사운영비 620,000,000 620,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챌린지 1000 프로젝트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00 8,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챌린지 1000 프로젝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0 1,00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307-05
민간위탁금 3,153,903,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챌린지 1000 프로젝트
307-05
민간위탁금 3,153,903,000 3,153,903,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401-01
시설비 496,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챌린지 1000 프로젝트
401-01
시설비 496,000,000 496,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401-01
시설비 8,469,696,000

2016-08-22
(명시이월예산)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챌린지 1000 프로젝트
401-01
시설비 8,469,696,000 8,469,696,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401-02
감리비 650,025,000

2016-08-22
(명시이월예산)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챌린지 1000 프로젝트
401-02
감리비 650,025,000 650,025,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401-03
시설부대비 12,716,000

2016-08-22
(명시이월예산)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챌린지 1000 프로젝트
401-03
시설부대비 12,716,000 12,716,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8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챌린지 1000 프로젝트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80,000,000 38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창업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5,843,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창업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5,843,000 65,843,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창업활성화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창업활성화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 1,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아스피린센터(ASPIRIN CENTER)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407,257,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아스피린센터(ASPIRIN CENTER)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407,257,000 1,407,257,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창업보육센터 시설 개선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0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시설 개선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00,000,000 10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50,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5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50,000,000 55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34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340,000,000 34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000 6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창업 페스티벌 개최(동작구,
주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창업 페스티벌 개최(동작구,
주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00 10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리모델
링(동대문구, 주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리모델
링(동대문구, 주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000 50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도전宿 입주기업 지원(성북구,
주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도전宿 입주기업 지원(성북구,
주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 5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중랑구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
선(중랑구, 주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중랑구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
선(중랑구, 주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0 2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무한상상 스페이스 설치·운영
(금천구, 주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무한상상 스페이스 설치·운영
(금천구, 주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00 5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산업ㆍ중소기업일반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동작
구, 주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동작
구, 주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00 30,00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6,933,000

2016-08-29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6,933,000 16,933,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50,000

2016-08-29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50,000 1,750,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0,133,000 12,628,000

2016-08-29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9,561,000 12,628,00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0 1,250,000

2016-08-29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0 1,250,000



과 목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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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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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7,383,000 3,814,000

2016-11-24
2016년 7월 1일자 경제진흥본부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9,061,000 3,814,00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양곡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2,58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양곡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2,580,000 12,580,00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양곡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68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양곡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680,000 2,680,00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양곡관리
202-01
국내여비 1,44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양곡관리
202-01
국내여비 1,440,000 1,440,00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401-01
시설비 183,00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401-01
시설비 183,000,000 183,000,000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84,000,000

2016-02-15 2월4일 조직개편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62,500,000 84,000,000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일반행정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0

2016-02-11 2.4 일자 조직개편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
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70,000,000 70,000,000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일반행정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6,354,000

2016-02-11
(사고이월예산)
2.4 일자 조직개편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

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6,354,000 46,354,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2016-02-16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2,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300,000

2016-02-16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300,000 7,3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7-01
연구용역비 543,325,000

2016-02-16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7-01
연구용역비 543,325,000 543,325,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7-01
연구용역비 194,960,000

2016-02-16
(사고이월예산)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7-01
연구용역비 194,960,000 194,96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

녹색산업육성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914,719,000

2016-02-11 2.4. 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녹색산업육성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914,719,000 914,7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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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2,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98,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98,000,000 198,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1,429,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1,429,000 51,429,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0 3,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0,000 360,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환경작품공모전 시상
201-01
사무관리비 37,7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작품공모전 시상
201-01
사무관리비 37,700,000 37,7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환경작품공모전 시상
301-11
기타보상금 19,4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작품공모전 시상
301-11
기타보상금 19,400,000 19,4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84,634,000

2016-02-19 2.4 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84,634,000 184,634,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84,516,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84,516,000 784,516,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54,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54,000,000 54,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0 120,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201-03
행사운영비 30,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201-03
행사운영비 30,000,000 30,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00,000 3,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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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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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1-11
기타보상금 60,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1-11
기타보상금 60,000,000 60,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0 200,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5,000,000

2016-02-11 2.4.일자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5,000,000 25,000,000

문화본부 박물관과

문화예술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401-01
시설비 202,000,000

2016-08-22
(명시이월예산)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401-01
시설비 202,000,000 202,000,000

문화본부 박물관과

문화예술

삼청각 일화당 리모델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257,244,950

2016-08-22
(명시이월예산)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삼청각 일화당 리모델링
402-02
민간대행사업비 1,257,244,950 1,257,244,950

문화본부 박물관과

문화예술

성북동 근현대문학 기념관 건
립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900,000,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성북동 근현대문학 기념관 건
립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900,000,000 2,900,000,000

문화본부 박물관과

기타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0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0,000 2,2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문화복합시설 조성 지원
305-01
배상금등 2,186,758,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복합시설 조성 지원
305-01
배상금등 2,186,758,000 2,186,758,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문화복합시설 조성 지원
401-01
시설비 199,570,000

2016-08-22
(사고이월예산)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복합시설 조성 지원
401-01
시설비 199,570,000 199,57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문화복합시설 조성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00,000,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복합시설 조성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00,000,000 1,400,0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401-01
시설비 200,000,000

2016-08-22
(명시이월예산)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401-01
시설비 200,000,000 200,0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1,395,799,000

2016-08-22
(명시이월예산)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1,395,799,000 1,395,799,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55,612,200

2016-08-22
(사고이월예산)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55,612,200 55,6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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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홍대지하보도를 활용한 문화창
작공간 조성

201-03
행사운영비 100,000,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홍대지하보도를 활용한 문화창
작공간 조성

201-03
행사운영비 100,000,000 100,0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홍대지하보도를 활용한 문화창
작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400,000,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홍대지하보도를 활용한 문화창
작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400,000,000 400,0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홍대지하보도를 활용한 문화창
작공간 조성

402-02
민간대행사업비 50,000,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홍대지하보도를 활용한 문화창
작공간 조성

402-02
민간대행사업비 50,000,000 50,0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생활음악공간 조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5,000,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생활음악공간 조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5,000,000 565,0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생활음악공간 조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72,000,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생활음악공간 조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72,000,000 1,872,0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조성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조성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000 600,0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휘경 지하보도 문화공간 조성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휘경 지하보도 문화공간 조성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 300,0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문래 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지
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래 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지
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000 1,500,0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통일문화관 건립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2016-08-22 8월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통일문화관 건립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100,000,00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620,000

2016-08-22 8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74,073,000 1,620,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500,000,000

2016-01-20 15.1.1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500,000,000 4,500,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MICE 관광지원 및 민관협력
201-01
사무관리비 949,000,000

2016-01-20 15.1.1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MICE 관광지원 및 민관협력
201-01
사무관리비 949,000,000 949,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MICE 해외 홍보 및 프로모션
201-01
사무관리비 1,350,000,000

2016-01-20 15.1.1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MICE 해외 홍보 및 프로모션
201-01
사무관리비 1,350,000,000 1,3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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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MICE 전문인력 양성
201-01
사무관리비 132,000,000

2016-01-20 15.1.1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MICE 전문인력 양성
201-01
사무관리비 132,000,000 132,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서울 썸머세일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0

2016-01-20 15.1.1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서울 썸머세일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0 200,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관광안내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500,000

2016-01-20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안내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500,000 7,5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관광안내소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000,000

2016-01-20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안내소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000,000 20,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관광안내소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040,490,000

2016-01-20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안내소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040,490,000 5,040,49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618,600,000

2016-01-20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 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618,600,000 618,6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1,087,183,000

2016-01-20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 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1,087,183,000 1,087,183,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401-01
시설비 360,590,000

2016-01-20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 이체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401-01
시설비 360,590,000 360,59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401-01
시설비 31,910,000

2016-01-20
(사고이월예산)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 이체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401-01
시설비 31,910,000 31,91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401-02
감리비 7,500,000

2016-01-20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 이체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401-02
감리비 7,500,000 7,5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000

2016-01-20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 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000 600,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201-01
사무관리비 891,000,000

2016-01-20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201-01
사무관리비 891,000,000 891,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0,000

2016-01-20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0,000 250,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401-01
시설비 700,000,000

2016-01-20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401-01
시설비 700,000,000 700,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401-01
시설비 1,047,000,000

2016-01-20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6.1.6)에 따른
예산이체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401-01
시설비 1,047,000,000 1,047,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20,350,000

2016-01-20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5.1.6)에 따른
예산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20,350,000 1,320,35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207-01
연구용역비 87,300,000

2016-01-20
(명시이월예산)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5.1.6)에 따른
예산이체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207-01
연구용역비 87,300,000 87,3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

2016-01-20
조직개편(관광정책과-360호, '15.1.6)에 따른
예산이체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00 300,0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
류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3,40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
류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3,400,000 13,4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
류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70,00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
류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70,000,000 70,0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
류 추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
류 추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0 3,0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87,841,000 2,10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기본경비(마곡사업추진단 마곡
조성과)

201-01
사무관리비 24,695,000 2,1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47,000,000 3,50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단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50,400,000 3,500,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역및도시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31,800,000

2016-02-19 2.4 일자 조직개편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31,800,000 131,800,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역및도시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7,537,000

2016-02-19 2.4 일자 조직개편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7,537,000 7,537,000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기타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단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0,000 3,3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산업진흥ㆍ고도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
성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0

2016-02-29 2.4.일자 조직개편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
성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0 130,000,000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산업진흥ㆍ고도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
성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0

2016-02-29 2.4.일자 조직개편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
성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0 200,000,00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단

지역및도시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62,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62,000 6,262,00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단

지역및도시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4,00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4,000,000 24,000,00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단

지역및도시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000 9,000,00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단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3,755,000 10,242,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기본경비(마곡사업추진단 마곡
조성과)

201-01
사무관리비 22,595,000 10,242,00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단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000 2,10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기본경비(마곡사업추진단 마곡
조성과)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000 2,100,00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단

기타

기본경비(마곡사업추진단 마곡
조성과)

201-01
사무관리비 12,353,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기본경비(마곡사업추진단 마곡
조성과)

201-01
사무관리비 12,353,000 12,353,00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단

기타

기본경비(마곡사업추진단 마곡
조성과)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0,000

2016-07-08 7월 1일자 조직개편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기본경비(마곡사업추진단 마곡
조성과)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0,000 2,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