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01건 540,009,519,000 15,011,383,000 15,011,383,00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일반행정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1,000,000

2017-03-03

청백-e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감사담당관-3545호, 2017.3.3)호 관
련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부족분 해소를 위하여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0,069,000 1,000,000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
체담당관

일반행정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0,000 100,000,000

2017-08-25
동대문구 마을활력소(휘경지하보도) 조성과정
중 추가시설 설치에 따라 경상보조를 자본보조
로 전용하여 집행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873,000,000 100,000,000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
담당관

일반행정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000 350,000,000

2017-04-03

사회혁신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시
범)사업으로써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선정·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50,000,000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
담당관

일반행정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
영

307-05
민간위탁금 825,780,000 27,000,000

2017-11-02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예산(시설비) 부족
및 운영상 문제로 인한 예산 일부 전용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272,000,000 27,000,000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
담당관

일반행정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
영

307-05
민간위탁금 798,780,000 16,000,000

2017-11-02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예산(시설비) 부족
및 운영상 문제로 인한 예산 일부 전용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

영
201-02
공공운영비 180,000,000 16,000,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담당관

일반행정

시민청 운영 및 확산
201-01
사무관리비 350,886,000 340,000,000

2017-11-29
제2시민청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공사비
확보(시민소통담당관-18672호/'17.11.28.)

시민청 운영 및 확산
401-01
시설비 300,000,000 340,000,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
담당관

일반행정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306-01
출연금 13,097,566,000 39,788,000

2017-04-20
120다산콜재단 설립이 당초 계획대비 1개월 지
연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6명의 보수, 각종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전용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324,000 39,788,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
담당관

일반행정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306-01
출연금 13,026,591,000 17,794,000

2017-04-20
120다산콜재단 설립이 당초 계획대비 1개월 지
연됨에 따라, 각종 공공요금 1개월분 추가확보
를 위해 예산 전용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129,393,000 17,794,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
담당관

일반행정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306-01
출연금 13,057,778,000 31,187,000

2017-04-20
120다산콜재단 설립이 당초 계획대비 1개월 지
연됨에 따라, 120다산콜센터 청사 임대료 1개
월분 추가확보를 위한 예산전용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73,165,000 31,187,00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일반행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6,000,000 2,800,000

2017-09-21
「지속가능발전 웹툰·동영상 공모전」시상금
지급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2,800,000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
과

재정ㆍ금융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
금제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70,000,000 5,000,000

2017-10-30
부서 신설(9.21자 조직개편)로 인한 특정업무
경비 지급사유 발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4-03
특정업무경비 5,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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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
관

무역및투자유치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
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2,000,000 36,000,000

2017-03-30
관광정책과의 MICE 지원사업과 차별화 필요 및
민간단체와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 가능하도록 전용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

원
201-03
행사운영비 36,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8,400,000 598,400,000

2017-07-13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사업
예산을 당초 자치구 집행에서 시가 직접 수행
하기 위해 전용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07-02
전산개발비 149,886,000 598,400,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42,350,000 94,000,000

2017-06-09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관련 투자심사 전 타
당성 조사 예산 확보

서울상상나라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6,967,000 94,000,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9,143,568,000 290,588,000

2017-10-13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의무부담 비율 준수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83,172,000 290,588,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
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8,200,000,000 146,082,000

2017-12-01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추가교부금액에 매칭되는
시비확보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794,974,000 146,082,000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
식담당관

유아및초중등교육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75,478,000 400,000,000

2017-03-20
친환경유통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권역별 공
공급식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전용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400,000,000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
식담당관

유아및초중등교육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75,478,000 100,000,000

2017-05-15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식재료의 안정적
배송체계확립을 위해 배송차량구입비 전용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
식담당관

유아및초중등교육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875,478,000 1,000,000,000

2017-05-15
17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추진을 위해
센터건립비 지원을 위한 전용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401-01
시설비 1,000,000,000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유아및초중등교육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75,478,000 500,000,000

2017-09-28
식재료의 정확한 공급 및 클레임 발생 최소화
등 식재료의 안정적 배송체계 확립을 위한 배
송차량 구입비 지원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 50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4,880,000 1,500,000

2017-12-18
경제진흥본부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부족분 확
보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

측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428,000 1,5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OECD 포용적 성장 캠페인 국제
회의 개최

310-02
국제부담금 245,000,000 18,800,000

2017-03-27
OECD 국제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통번역
능력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편성OECD 포용적 성장 캠페인 국제

회의 개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8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2,720,000,000 616,200,000

2017-06-30
양재 혁신허브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예산 전
용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307-05
민간위탁금 616,2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2,103,800,000 140,000,000

2017-06-30
양재 혁신허브 사무집기 등 구매를 위한 예산
전용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402-03
민간대행사업비 1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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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1,963,800,000 200,000,000

2017-07-20 기업참여형 2부제 캠페인 추진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039,784,000 330,000,000

2017-07-07 서울애니메이션 대체공간 조성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33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
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50,000,000 30,000,000

2017-07-06
성수 수제화 특화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함9잇
슈마켓 행사물품 구입 등)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

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
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20,000,000 130,000,000

2017-07-06
성수 수제화 2단계 활성화(수제화 체험공방)을
위함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

진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
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2,385,132,000 3,000,000

2017-08-22 풍물시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614,868,000 3,0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
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25,000,000 264,684,000

2017-10-25

2017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함에 따라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예산전용을 통해 2017년 지원사업을
지속하고자 함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40,000,000 264,684,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
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1,170,000,000 10,000,000

2017-11-01 신시장 신규사업 모델 공모전 시상금 지급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301-11
기타보상금 10,000,000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
제과

문화예술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545,000,000 495,000,000

2017-07-12 민간위탁금 지급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495,000,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
정책담당관

노동

서울형 뉴딜일자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795,200,000 404,853,000

2017-12-04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일자리정
책담당관-21553, 11.30)서울형 뉴딜일자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386,400,000 404,853,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
정책담당관

노동

서울형 뉴딜일자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818,400,000 468,527,000

2017-12-04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에 따
른 예산전용서울형 뉴딜일자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791,253,000 468,527,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
정책담당관

노동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활
성화

201-01
사무관리비 245,600,000 19,000,000

2017-11-21
자치구 일자리센터의 부족한 인건비 지급을 위
해 전용을 요청함.

지역 일자리협력사업 추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22,173,000 19,0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0 20,000,000

2017-09-29

월남전 참전자회 명판 교체를 위한 요구액이 8
억8천만원으로 현 편성 예산액(2천만원)으로는
사업실행이 어려워 전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고자 함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62,700,000 20,0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213,702,000 180,000,000

2017-09-29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체적인
설계 및 물량 산출이 어려워 사업포기 및 추진
불가를 통보하여 불용 발생이 확실시되어 전용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82,700,000 18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
업

201-01
사무관리비 233,000,000 50,000,000

2017-09-28
다큐멘터리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교
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18년 3.1절 행사에
방송하기 위해 연내 제작 필요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

업
301-11
기타보상금 50,000,00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취약계층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8,232,929,000 718,000,000

2017-12-12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12월 생계급여 부족분
지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311,520,000 718,000,00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취약계층지원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98,000,000 98,000,000

2017-10-25
행복한 소통나눔 켐페인을 나눔과 기부분야 전
문단체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예산전용희망온돌사업 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8,000,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6,982,130,000 46,770,000

2017-12-0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전용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81,878,000 46,770,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6,935,360,000 20,000,000

2017-12-08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지원사업 노인장
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전용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22,530,000 20,000,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18,210,000 11,738,000

2017-12-08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액 확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65,614,000 11,738,000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
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 300,000,000

2017-07-11 광역장애인가족지원공모사업에 따른 예산전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0,00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7,493,295,000 38,000,000

2017-04-27
희망지원센터 추가공사, 전력선 지중화 및 승
압공사 등

거리노숙인 보호
402-03
민간대행사업비 68,700,000 38,000,00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7,455,295,000 185,380,000

2017-04-27
희망지원센터 추가공사,전력선 지중화 및 승압
공사

거리노숙인 보호
401-01
시설비 185,38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106,850,000 79,739,000

2017-08-24 장례식장 공사비 부족분 마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402-03
민간대행사업비 1,581,790,000 79,739,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306-01
출연금 2,822,273,000 157,000,000

2017-06-22
공공보건의료재단 사무실(인테리어) 시설 공사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 157,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306-01
출연금 2,919,273,000 97,000,000

2017-06-22 공공보건의료재단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7,000,00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스마트기기 활용 임신지원 사
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5,000,000 125,000,000

2017-06-13
서울시 남녀 성 건강지원 정책(안) 추진을 위
한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분석 관련 용역
등스마트기기 활용 임신지원 사

업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1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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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농업ㆍ농촌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 40,000,000

2017-09-12 계획 변경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00 40,000,00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농업ㆍ농촌

유기동물보호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0,000,000 500,000

2017-05-04
국비 살처분 보상금 교부에 따른 매칭시비 확
보

가축방역-살처분보상금(시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00,000 5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204-03
특정업무경비 120,000,000 2,600,000

2017-12-15
2017년 예산 산정시 시급인상분(120원) 누락
및 대기정책과 현안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근무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656,000 2,6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석면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30,240,000 7,079,000

2017-12-01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자의 증가로 석면피해구
제급여예산이 부족한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
하여 예산확보필요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2,140,000 7,079,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서울 청년 예술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000,000 276,000,000

2017-07-19 사업 운영방식 변경

서울 청년 예술단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0 276,00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서울 문화의 밤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1,070,000

2017-12-07

한복착용 공연관람 지원사업에 11월 참여시민
이 급증하여 문화시설에 지급해야할 공연 할인
에 따른 정산액이 초과됨에 따라 서울문화의밤
집행잔액 활용 전용

한복착용 공연관람 지원(주민
참여)

201-01
사무관리비 24,800,000 1,07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서울 김장문화제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3,907,000

2017-12-07

한복착용 공연관람 지원사업에 11월 참여시민
이 급증하여 문화시설에 지급해야할 공연할인
에 따른 정산액이 초과됨에 따라 서울김장문화
제 집행잔액 활용 전용

한복착용 공연관람 지원(주민
참여)

201-01
사무관리비 25,870,000 3,907,00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화및관광일반

마포 문화창작지원 연구센터
설립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80,000,000 480,000,000

2017-06-19
마포구의 사업계획 변경(연구센터 설립->마포
문화예술창작지원)마포 문화창작지원 연구센터

설립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0,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보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30,000,000 220,000,000

2017-11-07 문화재 경비인력 임금 부족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66,952,000 220,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54,000,000 100,000,000

2017-07-28 의정부터 전용 계획에 따라 특수인건비 필요

의정부 터 발굴조사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100,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54,000,000 100,000,000

2017-07-28
의정부터 전용계획에 따라 페기물처리비용 추
가

의정부 터 발굴조사
401-01
시설비 50,000,000 100,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30,000,000 280,000,000

2017-08-01
서울무형문화재 돈화문 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설계, 공사비 확보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401-01
시설비 100,000,000 280,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0 100,000,000

2017-08-01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8년 재개관을 위
한 물품 구입비 확보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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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7,435,000,000 600,000,000

2017-04-04
중국정부의 한국관광상품 금지조치에 따른 단
기대책으로 모바일관광장터 상품할인을 통한
개별관광객 유치자유여행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938,500,000 600,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0 20,000,000

2017-11-22
민간주도의 '무장애 서울여행 토크콘서트' 개
최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2017 서울빛초롱축제
201-01
사무관리비 36,600,000 29,000,000

2017-03-06
서울빛초롱축제 등창고 임차인 변경 계획에 따
른 전용

2017 서울빛초롱축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63,400,000 29,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관광

산업관광 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00,000 195,000,000

2017-08-24
가산디지털단지역사 내 산업관광 홍보체험관
조성

산업관광 육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5,000,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955,497,000 99,318,000

2017-11-29
조직문화 혁신대책으로 노후화된 사무실 물품
을 교체하고, 회의실 5개소 확충에 따른 필요
물품 구매(총무과-41672호/'17.11.28.)행정장비구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92,366,000 99,318,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60,960,000 25,420,000

2017-11-22

청사대청소 및 사무실 공간개선 등 초과근무
인건비 지출로 인해, 시설청소원(촉탁계약직)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총무과-40795호/
'17.11.21.)시청사 청소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54,628,000 25,420,000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일반행정

기록정보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271,678,000 21,888,000

2017-01-20
시장기록물 정리실 기간제근로자(속기요원) 충
원에 따른 봉급 수당 등을 예산전용하고자 함

기록정보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888,000

재무국 자산관리과 일반행정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05,748,000 56,190,000

2017-11-06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305-01
배상금등 56,19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
과

지역및도시

(가칭)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
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114,000,000 875,000,000

2017-08-13 문화비축기지 추가시설공사
(가칭)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
영 관리

401-01
시설비 182,000,000 875,0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
과

지역및도시

(가칭)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
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89,000,000 25,000,000

2017-08-13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관련 자산 추가 구
매(가칭)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

영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00,000 25,0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
과

지역및도시

(가칭)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
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239,000,000 150,000,000

2017-08-13 문화비축기지 추가 시설공사 감리비
(가칭)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
영 관리

401-02
감리비 150,0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
과

지역및도시

(가칭)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
영 관리

206-01
재료비 122,000,000 40,000,000

2017-08-13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위한 자산취득
(가칭)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
영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5,000,000 40,00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75,000,000 140,000,000

2017-04-14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
보조금 확보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000,000 1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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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및도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5,000,000 34,700,000

2017-11-21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비품 수요증가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0,000 34,700,000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 54,038,000

2017-07-10

서울시가 CRO 지원금으로 서울시 재난회복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100RC 네트워크 강화 활
동 등을 전담할 재난회복력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100RC에서 동의함에 따라 100RC 관련 기간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038,000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
생과

지역및도시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505,532,000 37,600,000

2017-10-30 광장 근로자 임금 지급 예산 부족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9,061,000 37,600,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0 60,500,000

2017-07-21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301-11
기타보상금 60,500,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80,000,000 23,000,000

2017-07-21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301-11
기타보상금 60,500,000 23,000,000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역및도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공사·용
역 자문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0 29,390,000

2017-08-16
연희시범아파트 정리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
금 지급

시민아파트 정리
305-01
배상금등 29,390,00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화재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000 12,000,000

2017-07-25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 구축을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 전용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12,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용산공원 일대 협력적 거버넌
스 마련

201-03
행사운영비 250,000,000 150,000,000

2017-07-27
경부선 지하화에 따른 용산주변의 변화분석,
단절 실태분석 및 재편방안 마련용산 광역중심 일대 종합 관리

계획 수립
401-01
시설비 292,276,000 150,000,000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
부

보건의료

청사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598,858,000 50,350,000

2017-08-18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검사물량이 증
가함에 따라 2017년 시도가축 방역사업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원활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함

시도가축방역-구제역 및 AI 예
방약품 구입(국비)

206-01
재료비 117,753,000 50,350,000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
부

보건의료

대기 오염물질 검사
201-02
공공운영비 781,500,000 80,000,000

2017-10-12

시험분석용 가스공급 시설 구축 및 배관공사비
에 필요한 총 추가비용 104,641천원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공공운영비에서 노후 대체장비
구입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비 감소액과 미세먼청사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345,291,000 80,000,000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
부

보건의료

청사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548,508,000 24,641,000

2017-10-12

시험분석용 가스공급 시설 구축 및 배관공사비
에 필요한 총 추가비용 104,641천원에 대하여
청사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절감분 24,641천원을 전용청사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320,650,000 24,641,00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문화예술

명사의 도서관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307,000,000 50,000,000

2017-09-19 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필요

명사의 도서관 조성
401-01
시설비 50,000,000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문화예술

명사의 도서관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257,000,000 58,814,000

2017-09-19
서가 구매 및 키오스크 구입 등을 위한 예산
필요

명사의 도서관 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309,000 58,8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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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지역및도시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206-01
재료비 309,555,000 309,555,000

2017-11-23
서울식물원 운영조직(2차) 구성 및 운영을 위
한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개원 준비를 위한 장
비 구매 비용을 확보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9,555,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
화

201-01
사무관리비 368,595,000 5,000,000

2017-11-06
2017년 하반기 동물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동물해설사 활동비 및 물품구매비 부족에 따른
전용자연학습교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93,720,000 5,000,000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역및도시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7,690,000 10,000,000

2017-11-06
2017년 하반기 동물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동물해설사 활동비 및 물품구매비 부족에 따른
전용자연학습교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83,720,000 10,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561,275,000 95,000,000

2017-07-16
한강공원 질서확립 특별대책 추진 추가소요 예
산 확보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01-01
시설비 95,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466,275,000 10,000,000

2017-07-16
한강공원 질서확립 특별대책 추진 추가소요 예
산 확보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456,275,000 108,722,000

2017-07-16
한강공원 질서확립 특별대책 추진 추가소요 예
산 확보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401-01
시설비 438,000,000 108,722,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20,000,000 200,000,000

2017-06-20
운영총괄과-4064(2017.05.24) 한강매점 2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전용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00,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92,000,000 108,870,000

2017-12-01 함상공원 개장에 따른 11~12월 운영예산 확보

한강 함상공원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08,87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333,803,000 234,000,000

2017-08-04
2단게 투자심사 및 기본실시설계에 따른 사업
비 부족액 전용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9,686,000,000 234,0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7,500,000 7,500,000

2017-12-01 함상공원 개장에 따른 11~12월 운영예산 확보

한강 함상공원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08,870,000 7,50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000 12,000,000

2017-12-01 함상공원 개장에 따른 11~12월 운영예산 확보

한강 함상공원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16,370,000 12,0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회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52,570,000 3,901,000

2017-07-12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 보수액 지급을 위한 전용

의회운영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0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