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4차 간주예산

서울특별시

( 단위 : 천원 )
과

목

100 일반회계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02 특별교부세

예산액

기정예산액

26,822,664,165 26,811,627,249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

11,036,916

196,580,362

194,110,362

2,470,000

196,580,362

194,110,362

2,470,000

196,580,362

194,110,362

2,470,000

4,920,000

2,450,000

2,470,000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ㅇ 스마트앵커 조성

2,000,000
2,000,000,000원

<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ㅇ 폭염저감시설 설치
500 보조금

4,520,131,019

4,511,564,103

8,566,916

4,520,131,019

4,511,564,103

8,566,916

511 국고보조금등

4,520,131,019

4,511,564,103

8,566,916

01 국고보조금

4,225,500,881

4,224,371,755

1,129,126

510 국고보조금등

470,000
470,000,000원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ㅇ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239,126,000원

ㅇ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39,126
90,000

90,000,000원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1

35,000
239,126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ㅇ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320,000
35,000

35,000,000원

< 재무국 세제과 >
ㅇ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400,000
320,000

320,000,000원

< 행정국 자치행정과 >
ㅇ 유해매장추정지 등

470,000

400,000
400,000,000원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ㅇ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2,000,000

90,000
45,000

45,000,000원

45,000

( 단위 : 천원 )
과

목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예산액
74,912,513

기정예산액

증 감

71,041,013

예 산 과 목

및

내 역

3,871,500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ㅇ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1,996,000
400,000,000원

400,000

1,036,000,000원

1,036,000

ㅇ 은평구립도서관 열린공간 및 스마트랩 공간조성

160,000,000원

160,000

ㅇ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리모델링

400,000,000원

400,000

ㅇ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ㅇ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1,800,000
1,800,000,000원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ㅇ 개발제한구역 관리
03 기금

219,717,625

216,151,335

75,500
75,500,000원

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36,000
136,000,000원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
ㅇ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ㅇ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1 국고보조금

2,385,374,190

2,379,363,190

6,011,000

535,462,848

529,451,848

6,011,000

535,462,848

529,451,848

6,011,000

535,462,848

529,451,848

6,011,000

6,011,000

0

6,011,000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2

29,000
3,278,840

3,278,840,000원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ㅇ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국비)

44,000
29,000

29,000,000원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36,000
44,000

44,000,000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500 보조금

75,500

3,566,290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1,800,000

3,278,840
78,450

78,450,000원

78,450

6,011,000

(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23,246,080

2,420,811,980

2,434,100

91,091,100

88,657,000

2,434,100

91,091,100

88,657,000

2,434,100

91,091,100

88,657,000

2,434,100

14,655,100

12,221,000

2,434,100

및

내 역
6,011,000,000원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

6,011,000

2,434,100
2,434,100,000원

2,434,100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978,484,839)
2,732,606,859

(X978,348,839)
2,732,470,859

(X136,000)
136,000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X12,449,701)
39,103,267

(X12,313,701)
38,967,267

(X136,000)
136,000

정책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X12,449,701)
38,695,997

(X12,313,701)
38,559,997

(X136,000)
136,000

(일반회계)
단위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X12,449,701)
38,695,997

(X12,313,701)
38,559,997

(X136,000)
136,000

(X1,073,507)
3,182,967

(X937,507)
3,046,967

(X136,000)
136,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ㅇ 퇴소자 자립지원금

1

136,000
136,000,000원 =

(X136,000)

136,000

여성가족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740,155)
122,379,343

(X1,340,155)
121,979,343

(X400,000)
400,000

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X1,270,400)
34,759,362

(X870,400)
34,359,362

(X400,000)
400,000

정책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X1,270,400)
34,670,584

(X870,400)
34,270,584

(X400,000)
400,000

(X1,270,400)
27,259,173

(X870,400)
26,859,173

(X400,000)
400,000

(X1,200,000)
3,985,404

(X800,000)
3,585,404

(X400,000)
4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일반회계)
단위 :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구축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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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00,000
400,000,000원 =

(X400,000)

4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8,320,372)
530,620,007

(X18,320,372)
528,620,007

2,000,000

부서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X4,030,000)
86,935,343

(X4,030,000)
84,935,343

2,000,000

정책 : 거점성장 기반 마련

(X4,030,000)
86,821,462

(X4,030,000)
84,821,462

2,000,000

(X4,030,000)
60,992,314

(X4,030,000)
58,992,314

2,000,000

4,655,400

2,655,400

2,000,000

경제정책실

(일반회계)
단위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스마트앵커 조성

예산과목및

내역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중구 스마트앵커 조성비

3

(단위 : 천원)

2,000,000
2,000,000,000원 =

2,000,000

경제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복지정책실

부서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정책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일반회계)
단위 :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3,385,461,470) (X3,385,141,470)
6,984,839,134
6,984,519,134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X320,000)
320,000

(X24,598,300)
245,342,954

(X24,278,300)
245,022,954

(X320,000)
320,000

(X24,598,300)
245,290,508

(X24,278,300)
244,970,508

(X320,000)
320,000

(X24,598,300)
144,689,519

(X24,278,300)
144,369,519

(X320,000)
320,000

(X320,000)
320,000

0

(X320,000)
320,000

지원 등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4

320,000
320,000,000원 =

(X320,000)

320,000

복지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기정예산액

증 감

(X121,558,927)
576,586,685

(X119,562,927)
574,590,685

(X1,996,000)
1,996,000

부서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X10,393,608)
38,374,819

(X8,397,608)
36,378,819

(X1,996,000)
1,996,000

정책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X10,393,608)
37,662,657

(X8,397,608)
35,666,657

(X1,996,000)
1,996,000

(X4,347,608)
21,861,758

(X3,311,608)
20,825,758

(X1,036,000)
1,036,000

(X1,890,000)
1,890,000

(X854,000)
854,000

(X1,036,000)
1,036,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단위 :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예산액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일반회계)
단위 : 도서관 시설확충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X6,046,000)
9,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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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960,000)
960,000

(X400,000)
400,000

0

(X400,000)
400,000

1,036,000
1,036,000,000원 =

(X1,036,000)

400,000,000원 =

(X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은평구립도서관 열린공간 및 스마트랩 공간 조성

(X160,000)
160,000

0

1,036,000

400,000
400,000

(X160,000)
16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은평구립도서관 열린공간 및 스마트랩 공간조성

5

160,000
160,000,000원 =

(X160,000)

160,000

문화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액
(X400,000)
400,000

증 감

기정예산액

0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X400,000)
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리모델링

6

400,000
400,000,000원 =

(X400,000)

400,000

문화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행정국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정책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일반회계)
단위 : 시민참여 강화

유해매장추정지 등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2,327,178)
3,769,368,688

(X2,292,178)
3,769,333,688

(X35,000)
35,000

(X2,327,178)
3,547,167,540

(X2,292,178)
3,547,132,540

(X35,000)
35,000

(X2,327,178)
14,775,317

(X2,292,178)
14,740,317

(X35,000)
35,000

(X2,327,178)
14,775,317

(X2,292,178)
14,740,317

(X35,000)
35,000

(X35,000)
35,000

0

(X35,000)
35,000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1-09) 행사실비보상금
ㅇ 합동추모제 운영

5,000
5,000,000원 =

(X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
30,000

ㅇ 2019년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시판 관리 등(전국합동추모제)
30,000,000원 =

7

(X30,000)

30,000

행정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재무국

부서 : 재무국 세제과

정책 :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일반회계)
단위 : 세수증대 활동지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788,976)
2,525,118,930

(X1,549,850)
2,524,879,804

(X239,126)
239,126

(X1,788,976)
1,335,954,297

(X1,549,850)
1,335,715,171

(X239,126)
239,126

(X1,788,976)
1,93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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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39,126)
239,126

(X1,788,976)
1,78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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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39,126)
239,126

(X1,788,976)
1,78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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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39,126)
239,126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자치구 주택조사비용 지원

8

239,126
239,126,000원 =

(X239,126)

239,126

재무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11,786,977)
3,777,914,597

(X11,696,977)
3,777,824,597

(X90,000)
90,000

부서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X90,000)
16,238,843

16,148,843

(X90,000)
90,000

정책 :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X90,000)
16,197,240

16,107,240

(X90,000)
90,000

(X90,000)
14,769,128

14,679,128

(X90,000)
90,000

(X90,000)
90,000

0

(X90,000)
90,00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단위 :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평생학습도시 조성(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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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
90,000,000원 =

(X90,000)

90,000

평생교육국

부서·정책·단위·세부

관광체육국

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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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44,423,618)
304,210,208

(X39,315,778)
299,058,368

(X5,107,840)
5,151,840

(X323,793)
19,970,756

(X323,793)
19,926,756

44,000

(X323,793)
19,917,210

(X323,793)
19,873,210

44,000

(X323,793)
11,818,810

(X323,793)
11,774,810

44,000

(X196,000)
1,426,900

(X196,000)
1,382,900

44,000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ㅇ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X4,288,768)
93,727,429

(X4,259,768)
93,698,429

(X29,000)
29,000

정책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X4,288,768)
84,849,127

(X4,259,768)
84,820,127

(X29,000)
29,000

(X4,288,768)
51,410,651

(X4,259,768)
51,381,651

(X29,000)
29,000

(X29,000)
29,000

0

(X29,000)
29,000

(일반회계)
단위 : 체육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44,000
44,000,000원 =

44,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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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
29,000,000원 =

(X29,000)

29,000
관광체육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X28,530,057)
55,356,091

(X23,451,217)
50,277,251

(X5,078,840)
5,078,840

정책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X28,530,057)
55,087,134

(X23,451,217)
50,008,294

(X5,078,840)
5,078,840

(일반회계)
단위 :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X23,881,840)
34,327,640

(X18,803,000)
29,248,800

(X5,078,840)
5,078,840

(X3,278,840)
3,278,840

0

(X3,278,840)
3,278,84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X1,800,000)
1,800,000

0

3,278,840
3,278,840,000원 =

(X3,278,840)

3,278,840

(X1,800,000)
1,8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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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
1,800,000,000원 =

(X1,800,000)

1,800,000

관광체육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25,992,929)
483,746,427

(X125,914,479)
483,667,977

(X78,450)
78,450

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X14,449,642)
161,201,684

(X14,371,192)
161,123,234

(X78,450)
78,450

정책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X14,449,642)
160,771,946

(X14,371,192)
160,693,496

(X78,450)
78,450

(X4,229,573)
57,123,953

(X4,151,123)
57,045,503

(X78,450)
78,450

(X154,800)
154,800

(X76,350)
76,350

(X78,450)
78,45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단위 : 정신보건 시설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국비)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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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50
78,450,000원 =

(X78,450)

78,450

시민건강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안전총괄실

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정책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일반회계)
단위 : 재난관리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소6,763,840)
(X4,131,875)
1,154,736,266

(소6,763,840)
(X4,086,875)
1,154,221,266

(X45,000)
515,000

(X70,000)
144,893,705

(X25,000)
144,848,705

(X45,000)
45,000

(X70,000)
17,466,263

(X25,000)
17,421,263

(X45,000)
45,000

(X70,000)
14,021,263

(X25,000)
13,976,263

(X45,000)
45,000

(X45,000)
45,000

0

(X45,000)
45,000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교통안전, 생활안전, 보건안전 교육

부서 :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X104,875)
1,884,221

(X104,875)
1,414,221

470,000

정책 :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X104,875)
1,848,705

(X104,875)
1,378,705

470,000

(일반회계)
단위 : 재난상황관리

(X104,875)
1,848,705

(X104,875)
1,378,705

470,000

470,000

0

470,000

폭염저감시설 설치

45,000
45,000,000원 =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폭염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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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5,000)

45,000

470,000
470,000,000원 =

470,000
안전총괄실

부서·정책·단위·세부

기정예산액

증 감

(X778,835,999)
2,863,246,792

(X772,824,999)
2,857,235,792

(X6,011,000)
6,011,000

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X622,070,794)
1,541,460,001

(X616,059,794)
1,535,449,001

(X6,011,000)
6,011,000

정책 : 서민주거 안정도모

(X622,070,794)
1,388,145,756

(X616,059,794)
1,382,134,756

(X6,011,000)
6,011,000

(X48,577,277)
546,415,581

(X42,566,277)
540,404,581

(X6,011,000)
6,011,000

(X6,011,000)
6,011,000

0

(X6,011,000)
6,011,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예산액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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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000
6,011,000,000원 =

(X6,011,000)

6,011,000

주택건축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26,240,609)
1,328,539,707

(X23,731,009)
1,326,030,107

(X2,509,600)
2,509,600

부서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X3,159,600)
87,413,240

(X650,000)
84,903,640

(X2,509,600)
2,509,600

정책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X3,159,600)
86,976,576

(X650,000)
84,466,976

(X2,509,600)
2,509,600

(X725,500)
33,640,245

(X650,000)
33,564,745

(X75,500)
75,500

(X75,500)
75,500

0

(X75,500)
75,5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단위 :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201-01) 사무관리비
ㅇ 개발제한구역 단속 용품 구매 등

30,820
30,820,000원 =

(X30,820)

(100-202-01) 국내여비
ㅇ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속여비

34,180,000원 =

(X34,180)

(100-401-01) 시설비
ㅇ 개발제한구역 초소 수리 등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

30,820
34,180
34,180
10,500

10,500,000원 =

(X10,500)

ㅇ 진달래마을 커뮤니티숲 조성

740,070,000원 =

(X740,070)

740,070

ㅇ 삼성산 만남의 광장 조성

444,042,000원 =

(X444,042)

444,042

ㅇ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222,113,000원 =

(X222,113)

222,113

(X2,434,100)
49,769,539

47,335,439

(X2,434,100)
2,434,100

(X2,434,100)
2,434,100

0

(X2,434,100)
2,434,100

10,500

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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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100

푸른도시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ㅇ 여가녹지 조성사업

328,920,000원 =

(X328,920)

328,920

ㅇ 허브체험공원 조성

328,920,000원 =

(X328,920)

328,920

ㅇ 개화산 물순환을 통한 도시생태숲 조성

370,035,000원 =

(X370,035)

3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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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