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간주예산

서울특별시

( 단위 : 천원 )
과

목

100 일반회계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02 특별교부세

예산액

기정예산액

24,198,198,692 24,178,610,48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

19,588,209

175,493,000

173,313,000

2,180,000

175,493,000

173,313,000

2,180,000

175,493,000

173,313,000

2,180,000

2,450,000

270,000

2,180,000
< 푸른도시국 조경과 >
ㅇ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가로환경 정비

2,000,000
2,000,000,000원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ㅇ 산불방지대책지원
500 보조금

4,379,867,099

4,362,458,890

17,408,209

4,379,867,099

4,362,458,890

17,408,209

511 국고보조금등

4,379,867,099

4,362,458,890

17,408,209

01 국고보조금

4,105,201,847

4,103,444,088

1,757,759

510 국고보조금등

180,000
180,000,000원

< 청년청 >
ㅇ 청년센터 운영지원(직접)

60,000
891,740

891,740,000원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ㅇ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180,000

60,000
60,000,000원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ㅇ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고용노동부 공모)

2,000,000

891,740
572,000

572,000,000원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572,000
78,600

ㅇ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10,600,000원

10,600

ㅇ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68,000,000원

68,000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ㅇ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1

100,000
100,000,000원

100,000
18,167

(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ㅇ 유기동물보호 지원

및

내 역
18,167,000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ㅇ 지적관리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1,504,979

61,154,979

37,252
37,252,000원

ㅇ 자연마당 조성
213,160,273

197,859,823

350,000
350,000,000원

ㅇ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168,000
168,000,000원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ㅇ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ㅇ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지원

80,187,000

13,303,000
4,503,000,000원

4,503,000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동구) 건립 지원

1,600,000,000원

1,600,000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구로구) 건립 지원

1,600,000,000원

1,600,000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노원구) 건립 지원

1,000,000,000원

1,000,000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도봉구) 건립 지원

1,600,000,000원

1,600,000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성동구) 건립 지원

1,000,000,000원

1,000,000

ㅇ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건립 지원

2,000,000,000원

2,000,000

ㅇ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42,445,280

521,891,848

479,446,568

42,445,280

90,000

ㅇ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305,314,591

17,793
90,000

90,000,000원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2,347,759,871

1,640,000
17,793

17,793,000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ㅇ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80,187
1,640,000

1,640,000,000원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
ㅇ 2019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168,000
80,187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500 보조금

350,000

15,300,450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37,252

350,000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03 기금

18,167

2

1,470
1,470,000원

1,470

( 단위 : 천원 )
과

목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3 기금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521,891,848

479,446,568

42,445,280

521,891,848

479,446,568

42,445,280

500,566,848

458,121,568

42,445,280

예 산 과 목

및

내 역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ㅇ 신혼부부2 매입임대 사업
ㅇ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경상보조 지원

3

42,445,280
38,640,000,000원

38,640,000

3,805,280,000원

3,805,280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청년청

(X560,000)
41,769,729

(X500,000)
41,709,729

(X60,000)
60,000

부서 : 청년청

(X560,000)
41,769,729

(X500,000)
41,709,729

(X60,000)
60,000

정책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X560,000)
41,720,248

(X500,000)
41,660,248

(X60,000)
60,000

(일반회계)
단위 :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X560,000)
14,178,940

(X500,000)
14,118,940

(X60,000)
60,000

(X60,000)
60,000

0

(X60,000)
60,000

청년센터 운영지원(직접)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7-05) 민간위탁금
ㅇ 청년센터 운영지원

1

60,000
60,000,000원 =

(X60,000)

60,000

청년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953,129,591)
2,659,972,357

(X952,961,591)
2,659,804,357

(X168,000)
168,000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X4,844,964)
23,849,606

(X4,676,964)
23,681,606

(X168,000)
168,000

정책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X4,844,964)
23,798,803

(X4,676,964)
23,630,803

(X168,000)
168,000

(X4,844,964)
14,805,238

(X4,676,964)
14,637,238

(X168,000)
168,000

(X168,000)
168,000

0

(X168,000)
168,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단위 :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2

168,000
168,000,000원 =

(X168,000)

168,000

여성가족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복지정책실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3,324,184,480) (X3,322,640,553)
6,607,235,443
6,605,691,516

(X68,155,095)
280,999,623

(X67,263,355)
280,107,883

(X891,740)
891,740

정책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X68,155,095)
280,962,574

(X67,263,355)
280,070,834

(X891,740)
891,740

(X67,442,865)
178,147,101

(X66,551,125)
177,255,361

(X891,740)
891,740

(X2,019,740)
2,670,940

(X1,128,000)
1,779,200

(X891,740)
891,740

(일반회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고용노동부 공모)

내역

(단위 : 천원)

(X1,543,927)
1,543,927

부서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단위 :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예산과목및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ㅇ 장년층 사회공헌활동지원

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X54,618,473)
233,915,226

(X53,966,286)
233,263,039

(X652,187)
652,187

정책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X54,618,473)
233,860,404

(X53,966,286)
233,208,217

(X652,187)
652,187

(일반회계)
단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X43,231,457)
167,687,689

(X42,659,457)
167,115,689

(X572,000)
572,000

(X572,000)
572,000

0

(X572,000)
572,000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891,740
891,740,000원 =

(X891,740)

2,200,000원*260대 =

(X572,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3

891,740

572,000
572,000
복지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일반회계)
단위 :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0,362,326)
61,758,560

(X10,282,139)
61,678,373

(X80,187)
80,187

(X80,187)
1,040,311

960,124

(X80,187)
80,187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201-01) 사무관리비
ㅇ 운영비

2,187
2,187,000원 =

(X2,187)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ㅇ 사업비

4

2,187
78,000

78,000,000원 =

(X78,000)

78,000

복지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기정예산액

증 감

(X112,274,590)
558,67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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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718,600)
1,718,600

부서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X21,518,710)
57,562,614

(X19,878,710)
55,922,614

(X1,640,000)
1,640,000

정책 : 문화예술진흥

(X21,518,710)
57,513,319

(X19,878,710)
55,873,319

(X1,640,000)
1,640,000

(X2,640,000)
5,637,000

(X1,000,000)
3,997,000

(X1,640,000)
1,640,000

(X1,640,000)
1,640,000

0

(X1,640,000)
1,64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단위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지원

예산액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ㅇ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부서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X7,925,219)
34,7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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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78,600)
78,600

정책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X7,925,219)
34,67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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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78,600)
78,600

(일반회계)
단위 : 도서관 육성지원

(X2,839,219)
19,83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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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78,600)
78,600

(X68,000)
68,000

0

(X68,000)
68,000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1,640,000
1,640,000,000원 =

(X1,640,000)

68,000,000원 =

(X68,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5

1,640,000

68,000
68,000
문화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예산액
(X10,600)
10,600

증 감

기정예산액

0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X10,600)
10,6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6

10,600
10,600,000원 =

(X10,600)

10,600

문화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관광체육국

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정책 :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
성화
(일반회계)
단위 : 이용자 중심의 서울관광 정보 확산

2019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39,215,650)
290,161,429

(X25,804,857)
276,750,636

(X13,410,793)
13,410,793

(X323,793)
19,437,004

(X306,000)
19,419,211

(X17,793)
17,793

(X323,793)
19,393,210

(X306,000)
19,375,417

(X17,793)
17,793

(X323,793)
11,694,810

(X306,000)
11,677,017

(X17,793)
17,793

(X17,793)
17,793

0

(X17,793)
17,793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X4,159,640)
91,302,009

(X4,069,640)
91,212,009

(X90,000)
90,000

정책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X4,159,640)
82,574,184

(X4,069,640)
82,484,184

(X90,000)
90,000

(X4,159,640)
51,135,708

(X4,069,640)
51,045,708

(X90,000)
90,000

(X90,000)
18,177,517

18,087,517

(X90,000)
90,000

(일반회계)
단위 :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7,793
17,793,000원 =

(X17,793)

90,000,000원 =

(X9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국제스포츠대회 등 개최
7

17,793

90,000
90,000
관광체육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X23,451,217)
49,354,251

(X10,148,217)
36,051,251

(X13,303,000)
13,303,000

정책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X23,451,217)
49,323,294

(X10,148,217)
36,020,294

(X13,303,000)
13,303,000

(일반회계)
단위 :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X18,803,000)
29,148,800

(X5,500,000)
15,845,800

(X13,303,000)
13,303,000

(X4,503,000)
4,503,000

0

(X4,503,000)
4,503,000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중대도시형(서대문구)

900,000,000원 =

(X900,000)

900,000

ㅇ 중대도시형(서대문구)

900,000,000원 =

(X900,000)

900,000

703,000,000원 =

(X703,000)

703,000

ㅇ 수영장형(도봉구)

1,000,000,000원 =

(X1,000,000)

1,000,000

ㅇ 산업단지형(구로구)

1,000,000,000원 =

(X1,000,000)

1,000,000

ㅇ 근린생활형(강북구)

1,000,000,000원 =

(X1,000,000)

1,000,000

ㅇ 근린생활형(구로구)

1,000,000,000원 =

(X1,000,000)

1,000,000

ㅇ 중대도시형(서초구)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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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503,000

(X2,000,000)
2,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도봉구) 건립 지원

(X1,600,000)
1,600,000

0

2,000,000

(X1,600,000)
1,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00,000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도봉구) 건립 지원
1,600,000,000원 =

8

(X1,600,000)

1,600,000

관광체육국

부서·정책·단위·세부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구로구) 건립 지원

예산액
(X1,600,000)
1,600,000

증 감

기정예산액

0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X1,600,000)
1,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00,000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구로구) 건립 지원
1,600,000,000원 =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동구) 건립 지원

(X1,600,000)
1,600,000

0

(X1,600,000)

1,600,000

(X1,600,000)
1,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00,000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동구) 건립 지원
1,600,000,000원 =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성동구)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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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X1,600,000)

1,600,000

(X1,000,000)
1,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성동구) 건립 지원
1,000,000,000원 =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노원구)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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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X1,000,000)

1,000,000

(X1,000,000)
1,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노원구) 건립 지원
1,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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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0,000)

1,000,000

관광체육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123,460,100)
469,96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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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19,637)
119,637

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X14,747,093)
159,276,080

(X14,645,623)
159,174,610

(X101,470)
101,470

정책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X14,747,093)
159,029,839

(X14,645,623)
158,928,369

(X101,470)
101,470

(X8,445,970)
29,088,605

(X8,344,500)
28,987,135

(X101,470)
101,470

(X29,400)
30,870

(X27,930)
29,400

(X1,470)
1,47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단위 :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자치구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FMTP)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X100,000)
100,000

0

1,470
1,470,000원 =

(X1,470)

100,000,000원 =

(X100,000)

(X100,000)
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부서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X784,120)
6,311,165

(X765,953)
6,292,998

(X18,167)
18,167

정책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X784,120)
6,279,110

(X765,953)
6,260,943

(X18,167)
18,167

(X409,581)
5,672,550

(X391,414)
5,654,383

(X18,167)
18,167

(일반회계)
단위 :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1,470

10

100,000
100,000

시민건강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유기동물보호 지원

예산액
(X53,781)
835,975

기정예산액
(X35,614)
817,808

증 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X18,167)
18,16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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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7
18,167,000원 =

(X18,167)

18,167

시민건강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511,991)
28,306,115

(X474,739)
28,268,863

(X37,252)
37,252

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X511,991)
1,243,329

(X474,739)
1,206,077

(X37,252)
37,252

정책 :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X511,991)
1,177,001

(X474,739)
1,139,749

(X37,252)
37,252

(X511,991)
1,097,201

(X474,739)
1,059,949

(X37,252)
37,252

(X37,252)
37,252

0

(X37,252)
37,252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단위 :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적관리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적관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동대문구)

37,252
9,780,000원 =

(X9,780)

9,780

ㅇ 지적관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성북구)

16,972,000원 =

(X16,972)

16,972

ㅇ 지적관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관악구)

10,500,000원 =

(X10,500)

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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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776,102,528)
2,663,764,209

(X733,657,248)
2,621,318,929

(X42,445,280)
42,445,280

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X619,484,023)
1,458,105,588

(X580,844,023)
1,419,465,588

(X38,640,000)
38,640,000

정책 : 서민주거 안정도모

(X619,484,023)
1,379,141,343

(X580,844,023)
1,340,501,343

(X38,640,000)
38,640,000

단위 :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X301,432,066)
431,594,861

(X262,792,066)
392,954,861

(X38,640,000)
38,640,000

신혼부부2 매입임대 사업

(X38,640,000)
38,640,000

0

(X38,640,000)
38,640,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ㅇ 기존주택 매입 국고보조

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X124,713,323)
448,544,808

(X120,908,043)
444,739,528

(X3,805,280)
3,805,280

정책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X124,713,323)
446,717,379

(X120,908,043)
442,912,099

(X3,805,280)
3,805,280

(X94,799,164)
298,225,610

(X90,993,884)
294,420,330

(X3,805,280)
3,805,280

(X3,805,280)
3,805,280

0

(X3,805,280)
3,805,280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경상보조 지원

38,640,000
38,640,000,000원 =

(X38,640,000)

3,805,280,000원 =

(X3,805,280)

(204-309-01)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ㅇ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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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0,000

3,805,280
3,805,280
주택건축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22,741,009)
1,290,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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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50,000)
2,530,000

부서 : 푸른도시국 조경과

(X453,000)
65,262,699

(X453,000)
63,262,699

2,000,000

정책 : 생활주변 녹지확충

(X453,000)
65,210,459

(X453,000)
63,210,459

2,000,000

8,110,000

6,110,000

2,000,000

2,000,000

0

2,000,000

푸른도시국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일반회계)
단위 : 녹지벨트 구축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가로환경 정비

(100-401-01) 시설비
ㅇ 제 100회 전국체전 대비 가로환경 정비 사업

부서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X9,398,804)
57,655,406

(X9,048,804)
57,125,406

(X350,000)
530,000

정책 :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X9,398,804)
57,606,820

(X9,048,804)
57,076,820

(X350,000)
530,000

(X350,000)
14,888,038

14,538,038

(X350,000)
350,000

(X350,000)
350,000

0

(X350,000)
350,000

(일반회계)
단위 : 생태계 복원사업

자연마당 조성

2,000,000
2,000,000,000원 =

2,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자연마당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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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
350,000,000원 =

(X350,000)

350,000
푸른도시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일반회계)
단위 : 생태계 보전사업

(X8,721,804)
40,139,315

(X8,721,804)
39,959,315

180,000

산불방지대책지원

180,000

0

180,000

예산과목및

내역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ㅇ 산불전문예방 인건비

20,000
20,000,000원 =

(100-201-01) 사무관리비
ㅇ 산불진화장비보관함, 산불예방 홍보 등

5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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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0
9,000

9,000,000원 =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ㅇ 산불진화차 구매비

20,000
54,500

(100-401-01) 시설비
ㅇ 블랙박스 설치비

(단위 : 천원)

9,000
96,500

96,500,000원 =

96,500

푸른도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