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예산이체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67건 225,582,833,850 225,582,833,850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재정ㆍ금융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28,275,000 328,275,000

2017-09-29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6609호, 9월21일 시
행)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28,275,000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재정ㆍ금융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30,000 8,530,000

2017-09-29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6609호, 9월21일 시
행)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30,000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재정ㆍ금융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47,558,000 47,558,000

2017-09-29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6609호, 9월21일 시
행)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47,558,000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재정ㆍ금융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
금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10,000,000

2017-09-29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6609호, 9월21일 시
행)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
금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재정ㆍ금융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
금제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70,000,000 70,000,000

2017-09-29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6609호, 9월21일 시
행)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
금제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7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80,000,000 180,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8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401-01
시설비 1,450,000,000 1,450,000,000

2017-10-10
(명시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401-01
시설비 1,45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 20,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401-01
시설비 750,000,000 750,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401-01
시설비 75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401-01
시설비 240,837,000 240,837,000

2017-10-10
(사고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401-01
시설비 240,837,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DMC 택지공급
201-01
사무관리비 689,740,000 689,74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DMC 택지공급
201-01
사무관리비 689,7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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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DMC 택지공급
201-01
사무관리비 184,300,000 184,300,000

2017-10-10
(사고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DMC 택지공급

201-01
사무관리비 184,3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DMC 택지공급
201-03
행사운영비 165,900,000 165,900,000

2017-10-10
(사고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DMC 택지공급

201-03
행사운영비 165,9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DMC 택지공급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100,000,000

2017-10-10
(사고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DMC 택지공급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공장설립정보망 운영비 지원
308-11
기타부담금 49,000,000 49,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공장설립정보망 운영비 지원
308-11
기타부담금 49,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0 25,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000 9,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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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401-01
시설비 1,099,048,000 1,099,048,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401-01
시설비 1,099,048,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401-01
시설비 586,740,000 586,740,000

2017-10-10
(명시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401-01
시설비 586,74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401-01
시설비 89,000,000 89,000,000

2017-10-10
(사고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401-01
시설비 89,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2,569,031,600 2,569,031,600

2017-10-10
(명시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2,569,031,6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30,000,000 30,000,000

2017-10-10
(명시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3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이
미지개선 및 브랜딩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100,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이
미지개선 및 브랜딩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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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이
미지개선 및 브랜딩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3,000,000 33,000,000

2017-10-10
(명시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이
미지개선 및 브랜딩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3,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이
미지개선 및 브랜딩 추진

401-01
시설비 200,000,000 200,000,000

2017-10-10
(명시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이
미지개선 및 브랜딩 추진

401-01
시설비 20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100,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2,000,000 72,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2,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728,000,000 2,728,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728,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1
시설비 13,875,729,000 13,875,729,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1
시설비 13,875,729,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1
시설비 2,207,700,000 2,207,700,000

2017-10-10
(명시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1
시설비 2,207,7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1
시설비 755,962,000 755,962,000

2017-10-10
(사고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1
시설비 755,962,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2
감리비 835,994,000 835,994,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2
감리비 835,994,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2
감리비 180,000,000 180,000,000

2017-10-10
(명시이월예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2
감리비 18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3
시설부대비 382,614,000 382,614,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1-03
시설부대비 382,614,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61,518,000 861,518,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61,518,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2,750,000 12,75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2,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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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307-05
민간위탁금 564,930,000 564,93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307-05
민간위탁금 564,93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401-01
시설비 80,300,000 80,3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401-01
시설비 80,3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2017-2026)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86,300,000 86,3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2017-2026)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86,3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 바이오 의료 산업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0 150,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서울 바이오 의료 산업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 바이오 의료 산업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0 200,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서울 바이오 의료 산업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 산업박물관 건립
401-01
시설비 70,000,000 70,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G밸리 산업박물관 건립
401-01
시설비 7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70,000,000 70,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7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401-01
시설비 400,000,000 400,000,000

2017-10-10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401-01
시설비 400,000,00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74,353,000 11,000,000

2017-09-28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6609호, 9월21일 시
행)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1,0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
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201-01
사무관리비 514,900,000 514,900,000

2017-04-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예산이체(2017. 4. 1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
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201-01
사무관리비 514,9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
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201-01
사무관리비 33,800,000 33,800,000

2017-04-13
(사고이월예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예산이체(2017. 4. 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
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201-01
사무관리비 33,8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
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301-11
기타보상금 115,236,000 115,236,000

2017-04-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예산이체(2017. 4. 1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
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301-11
기타보상금 115,236,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0,000,000 400,000,000

2017-04-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예산이체(2017. 4. 1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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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50,000,000 650,000,000

2017-04-13
(명시이월예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예산이체(2017. 4. 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50,0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
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0 25,000,000

2017-04-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예산이체(2017. 4. 1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
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산업진흥ㆍ고도화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
회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 20,000,000

2017-04-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예산이체(2017. 4. 1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
회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1,330,000 6,528,000

2017-04-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예산이체(2017. 4. 1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9,975,000 6,528,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704,500,000 704,5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704,5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5,750,000 335,75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5,75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인건비(국
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49,712,000 2,549,712,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지원-인건비(국
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49,712,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구 사례관
리비(국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5,000,000 225,0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지원-구 사례관
리비(국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5,0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201-03
행사운영비 8,000,000 8,0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201-03
행사운영비 8,0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301-09
행사실비보상금 6,000,000 6,0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301-09
행사실비보상금 6,0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동 사례관
리비(국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87,600,000 1,587,6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지원-동 사례관
리비(국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87,6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
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00 15,0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
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0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치
구 사업 지원(주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6,000,000 756,0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치
구 사업 지원(주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6,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4,864,000 34,864,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4,864,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8,358,215,000 28,358,215,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8,358,215,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73,596,000 3,073,596,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73,596,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134,438,000 21,134,438,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134,438,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0,000 6,3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0,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307-05
민간위탁금 1,479,829,000 1,479,829,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307-05
민간위탁금 1,479,829,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2,213,000 82,213,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2,213,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607,157,000 10,607,157,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607,157,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
성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1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
성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
성화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82,000,000 382,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
성화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82,000,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주
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000,000 45,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주
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000,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개방형 경로당 조성(주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5,000,000 55,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개방형 경로당 조성(주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5,000,00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개방형 경로당 조성(주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4,020,000 244,02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개방형 경로당 조성(주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4,02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16,000,000 316,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16,000,000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식품의약안전

서울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 13,000,000

2017-05-22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 업무조정 계획(조직담당
관-5901, 2017. 5.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식품의약안전

서울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0,000,000 160,000,000

2017-05-22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 업무조정 계획(조직담당
관-5901, 2017. 5.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0,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2,000,000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7-01
연구용역비 492,162,000 492,162,000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7-01
연구용역비 492,162,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7-01
연구용역비 83,465,000 83,465,000

2017-02-07
(사고이월예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
원

207-01
연구용역비 83,465,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녹색산업육성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787,765,000 787,765,000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녹색산업육성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787,765,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8,000,000 38,000,000

2017-07-05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8,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920,000 11,920,000

2017-07-05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92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301-11
기타보상금 10,000,000 10,000,000

2017-07-05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301-11
기타보상금 10,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401-01
시설비 146,181,250 146,181,250

2017-07-05
(사고이월예산)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401-01
시설비 146,181,25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401-02
감리비 13,726,000 13,726,000

2017-07-05
(사고이월예산)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401-02
감리비 13,726,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000,000 1,250,000,000

2017-07-05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
너지효율화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509,507,000 509,507,000

2017-07-05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509,507,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401-01
시설비 400,000,000 400,000,000

2017-07-05
(사고이월예산)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401-01
시설비 400,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99,729,000 2,499,729,000

2017-07-05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499,729,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어린이보호 태양광 LED 도로안
전표지판 교체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0,000 1,200,000,000

2017-07-05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어린이보호 태양광 LED 도로안
전표지판 교체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시립병원 에너지효율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5,000,000

2017-07-05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시립병원 에너지효율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시립병원 에너지효율화사업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540,000,000 540,000,000

2017-07-05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시립병원 에너지효율화사업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540,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이야기가 있는 도심 보행길 에
너지 창의거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36,000,000 436,000,000

2017-07-05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이야기가 있는 도심 보행길 에
너지 창의거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36,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54,231,000 254,231,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54,231,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 1,5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보급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0 25,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보급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보급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 1,5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보급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보급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9,900,000,000 19,900,000,000

2017-07-04
(명시이월예산)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보급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9,900,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보급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096,000,000 8,096,000,000

2017-07-04
(사고이월예산)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보급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096,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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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5,411,000,000 45,411,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5,411,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보급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400,000,000 3,40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보급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400,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보급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10,000,000 4,01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보급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10,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5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275,000,000 275,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275,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0 2,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4,500,600,000 4,500,6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4,500,6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4,000,000,000 4,000,000,000

2017-07-04
(명시이월예산)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4,000,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1-01
시설비 350,000,000 35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1-01
시설비 350,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00,000,000 60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00,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25,200,000 1,825,200,000

2017-07-04
(사고이월예산)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25,2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701,400,000 701,4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701,4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전기이륜차 보급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 1,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전기이륜차 보급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



과 목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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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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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전기이륜차 보급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5,000,000 105,000,000

2017-07-04
(사고이월예산)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전기이륜차 보급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5,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전기이륜차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12,500,000 712,5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전기이륜차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12,5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전기이륜차 보급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0,000 12,5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전기이륜차 보급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전기이륜차 보급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8,500,000 38,5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전기이륜차 보급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8,5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401-01
시설비 72,050,000 72,050,000

2017-07-04
(사고이월예산)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401-01
시설비 72,05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저녹스버너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696,000,000 3,696,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저녹스버너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696,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60,000,000 56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60,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친환경기동반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19,580,000 219,58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친환경기동반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19,58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친환경기동반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03,000,000 103,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친환경기동반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03,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친환경기동반 운영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5,200,000 25,2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친환경기동반 운영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5,2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친환경기동반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4,000,000 64,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친환경기동반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4,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96,250,000 96,25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96,25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130,000,000 13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130,000,000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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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02-03
국외업무여비 61,000,000 61,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02-03
국외업무여비 61,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000 4,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301-07
외빈초청여비 30,000,000 3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301-07
외빈초청여비 30,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310-02
국제부담금 9,000,000 9,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310-02
국제부담금 9,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310-02
국제부담금 600,000,000 60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310-02
국제부담금 600,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5,000,000 35,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5,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450,000,000 45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450,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310-02
국제부담금 50,000,000 5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310-02
국제부담금 50,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87,497,000 287,497,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87,497,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66,056,000 166,056,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66,056,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0 5,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4,917,000,000 4,917,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4,917,000,00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0 500,000,000

2017-07-04 2017. 7. 1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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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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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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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887,890,000 887,890,000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887,89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402-03
민간대행사업비 35,000,000 35,000,000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402-03
민간대행사업비 35,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8,000,000 118,000,000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8,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 20,000,000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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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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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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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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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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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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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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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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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환경교육협력 체계 구축 및 활
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97,000,000 197,000,000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협력 체계 구축 및 활
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97,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환경교육협력 체계 구축 및 활
성화

201-03
행사운영비 65,000,000 65,000,000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협력 체계 구축 및 활
성화

201-03
행사운영비 65,000,000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
과

환경보호일반

환경교육협력 체계 구축 및 활
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100,000,000

2017-02-07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17.1.20)에 따
른 예산이체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협력 체계 구축 및 활
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5,356,000 95,356,000

2017-07-10 2017. 7. 1 조직개편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5,3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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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70,926,000 170,926,000

2017-07-10 2017. 7. 1 조직개편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70,926,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201-02
공공운영비 215,503,000 215,503,000

2017-07-10 2017. 7. 1 조직개편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201-02
공공운영비 215,503,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154,000,000 154,000,000

2017-07-10 2017. 7. 1 조직개편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154,0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202-03
국외업무여비 8,000,000 8,000,000

2017-07-10 2017. 7. 1 조직개편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202-03
국외업무여비 8,0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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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0 2017. 7. 1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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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207-02
전산개발비 83,686,000 83,686,000

2017-07-10 2017. 7. 1 조직개편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207-02
전산개발비 83,686,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3,179,000 113,179,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서울로 7017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3,179,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5,400,000 85,4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5,40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84,200,000 484,2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84,20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01-03
행사운영비 265,000,000 265,0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01-03
행사운영비 265,00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06-01
재료비 36,000,000 36,0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06-01
재료비 36,00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301-11
기타보상금 15,000,000 15,000,000

2017-07-06 2017. 7. 1 조직개편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서울로 7017 운영관리
301-11
기타보상금 15,00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8,071,000 138,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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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서울로 7017 운영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8,0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