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간주예산

서울특별시

( 단위 : 천원 )
과

목

100 일반회계

예산액

기정예산액

24,178,610,483 24,169,863,158

500 보조금

증 감

및

내 역

8,747,325

4,362,458,890

4,353,711,565

8,747,325

4,362,458,890

4,353,711,565

8,747,325

511 국고보조금등

4,362,458,890

4,353,711,565

8,747,325

01 국고보조금

4,103,444,088

4,097,657,163

5,786,925

510 국고보조금등

예 산 과 목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ㅇ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구축

800,000
800,000,000원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
ㅇ 금천 뮤지컬 스쿨 건립

1,500,000,000원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ㅇ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1,154,979

58,203,979

6,930
7,322

7,322,000원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

638,173
6,930

6,930,000원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ㅇ 사방시설 보수정비

156,500
638,173

638,173,000원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ㅇ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500,000
156,500

156,500,000원

< 재무국 세제과 >
ㅇ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800,000
1,500,000

7,322
2,678,000

2,678,000,000원

2,678,000

2,951,000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2,951,000

ㅇ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854,000,000원

854,000

ㅇ 성내도서관 리모델링

332,000,000원

332,000

ㅇ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400,000,000원

400,000

ㅇ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

365,000,000원

365,000

ㅇ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리모델링

400,000,000원

400,000

ㅇ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400,000,000원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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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ㅇ 성동구립도서관 리모델링

03 기금

197,859,823

197,850,423

및

내 역
200,000,000원

200,000

9,400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ㅇ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2

9,400
9,400,000

9,400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340,155)
121,154,664

(X540,155)
120,354,664

(X800,000)
800,000

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X870,400)
33,549,366

(X70,400)
32,749,366

(X800,000)
800,000

정책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X870,400)
33,468,914

(X70,400)
32,668,914

(X800,000)
800,000

(일반회계)
단위 :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X870,400)
26,057,503

(X70,400)
25,257,503

(X800,000)
800,000

(X800,000)
2,933,644

2,133,644

(X800,000)
8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구축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

800,000
800,000,000원 =

(X800,000)

8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정책·단위·세부

기정예산액

증 감

(X110,555,990)
556,960,723

(X105,948,490)
552,353,223

(X4,607,500)
4,607,500

부서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X1,500,000)
30,391,240

28,891,240

(X1,500,000)
1,500,000

정책 : 문화도시 기반 조성

(X1,500,000)
30,365,003

28,865,003

(X1,500,000)
1,500,000

(X1,500,000)
9,388,003

7,888,003

(X1,500,000)
1,500,000

(X1,500,000)
1,500,000

0

(X1,500,000)
1,5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단위 : 문화예술시설 건립

금천 뮤지컬 스쿨 건립

예산액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금천 뮤지컬 스쿨 건립

부서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X7,846,619)
34,713,441

(X4,739,119)
31,605,941

(X3,107,500)
3,107,500

정책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X7,846,619)
34,593,279

(X4,739,119)
31,485,779

(X3,107,500)
3,107,500

(일반회계)
단위 : 도서관 육성지원

(X2,760,619)
19,752,380

(X1,750,119)
18,741,880

(X1,010,500)
1,010,500

(X156,500)
156,500

0

(X156,500)
156,500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1,500,000
1,500,000,000원 =

(X1,500,000)

156,500,000원 =

(X156,5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2

1,500,000

156,500
156,500
문화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예산액
(X854,000)
854,000

증 감

기정예산액

0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X854,000)
854,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일반회계)
단위 : 도서관 시설확충

성내도서관 리모델링

(X5,086,000)
8,264,000

(X2,989,000)
6,167,000

(X2,097,000)
2,097,000

(X332,000)
332,000

0

(X332,000)
332,000

854,000
854,000,000원 =

(X854,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성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X400,000)
400,000

0

332,000
332,000,000원 =

(X332,000)

400,000,000원 =

(X400,000)

ㅇ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X365,000)
365,000

0

400,000

ㅇ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X400,000)
400,000

0

365,000
365,000,000원 =

(X365,000)

400,000,000원 =

(X400,000)

ㅇ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X400,000)
400,000

0

365,000

(X400,000)
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400,000

(X365,000)
36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리모델링

332,000

(X400,000)
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

854,000

400,000
400,000

(X400,000)
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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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문화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예산과목및

ㅇ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성동구립도서관 리모델링

(X200,000)
200,000

0

내역

400,000,000원 =

(단위 : 천원)
(X400,000)

400,000

(X200,000)
2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성동구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4

200,000
200,000,000원 =

(X200,000)

200,000

문화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재무국

부서 : 재무국 세제과

정책 :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일반회계)
단위 : 세수증대 활동지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549,850)
2,387,446,107

(X911,677)
2,386,807,934

(X638,173)
638,173

(X1,549,850)
1,247,731,192

(X911,677)
1,247,093,019

(X638,173)
638,173

(X1,549,850)
1,696,880

(X911,677)
1,058,707

(X638,173)
638,173

(X1,549,850)
1,549,850

(X911,677)
911,677

(X638,173)
638,173

(X1,549,850)
1,549,850

(X911,677)
911,677

(X638,173)
638,173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자치구 주택조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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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73
638,173,000원 =

(X638,173)

638,173

재무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23,340,463)
469,849,416

(X123,331,063)
469,840,016

(X9,400)
9,400

부서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X53,469,379)
125,347,599

(X53,459,979)
125,338,199

(X9,400)
9,400

정책 : 생활보건 관리 향상

(X53,432,901)
125,214,143

(X53,423,501)
125,204,743

(X9,400)
9,400

(X3,111,027)
11,255,106

(X3,101,627)
11,245,706

(X9,400)
9,400

(X388,000)
388,000

(X378,600)
378,600

(X9,400)
9,4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단위 :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시설장비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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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
9,400,000원 =

(X9,400)

9,400

시민건강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474,739)
28,268,863

(X467,809)
28,261,933

(X6,930)
6,930

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X474,739)
1,206,077

(X467,809)
1,199,147

(X6,930)
6,930

정책 :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X474,739)
1,139,749

(X467,809)
1,132,819

(X6,930)
6,930

(X474,739)
1,059,949

(X467,809)
1,053,019

(X6,930)
6,930

(X6,930)
6,930

0

(X6,930)
6,930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단위 :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적재조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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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6,930,000원 =

(X6,930)

6,930

도시계획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22,391,009)
1,287,497,374

(X22,383,687)
1,287,490,052

(X7,322)
7,322

부서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X5,085,205)
14,668,518

(X5,077,883)
14,661,196

(X7,322)
7,322

정책 : 산림안전관리

(X5,085,205)
14,629,871

(X5,077,883)
14,622,549

(X7,322)
7,322

(X5,085,205)
14,569,871

(X5,077,883)
14,562,549

(X7,322)
7,322

(X7,322)
605,522

598,200

(X7,322)
7,322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단위 :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 보수정비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1-01) 시설비
ㅇ 노후 사방시설 보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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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
7,322,000원 =

(X7,322)

7,322

푸른도시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35,303,334)
354,278,676

(X32,625,334)
351,600,676

(X2,678,000)
2,678,000

부서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X2,678,000)
297,470,544

294,792,544

(X2,678,000)
2,678,000

정책 : 치수 및 하천 관리

(X2,678,000)
169,472,814

166,794,814

(X2,678,000)
2,678,000

(X2,678,000)
62,832,515

60,154,515

(X2,678,000)
2,678,000

(X2,678,000)
2,678,000

0

(X2,678,000)
2,678,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단위 : 하천복원 및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1-01) 시설비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한강사업본부)

681,000
681,000,000원 =

(X681,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81,000
1,997,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성동구)

25,000,000원 =

(X25,000)

25,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동대문구)

40,000,000원 =

(X40,000)

40,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성북구)

350,000,000원 =

(X350,000)

350,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도봉구)

182,000,000원 =

(X182,000)

182,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노원구)

188,000,000원 =

(X188,000)

188,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양천구)

450,000,000원 =

(X450,000)

450,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강서구)

28,000,000원 =

(X28,000)

28,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구로구)

294,000,000원 =

(X294,000)

294,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금천구)

340,000,000원 =

(X340,000)

340,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영등포구)

100,000,000원 =

(X1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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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안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