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6차 간주예산

서울특별시

( 단위 : 천원 )
과

목

100 일반회계

예산액

기정예산액

26,824,324,172 26,823,131,165

500 보조금

증 감

및

내 역

1,193,007

4,521,324,026

4,520,131,019

1,193,007

4,521,324,026

4,520,131,019

1,193,007

511 국고보조금등

4,521,324,026

4,520,131,019

1,193,007

01 국고보조금

4,225,515,281

4,225,500,881

14,400

510 국고보조금등

예 산 과 목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ㅇ 유기질 비료 지원

9,000
9,000,000원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ㅇ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5,366,513

74,912,513

5,400
5,400,000원

ㅇ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289,000
289,000,000원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ㅇ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도시생활환경개선)
220,442,232

219,717,625

5,400

454,000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03 기금

9,000

289,000
165,000

165,000,000원

165,000

724,607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ㅇ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80,188
80,188,000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ㅇ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80,188
550,000

550,000,000원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550,000
55,350

ㅇ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2,000,000원

32,000

ㅇ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국비)

23,350,000원

23,350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ㅇ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9,069
9,069,000원

< 서북병원 원무과 >
ㅇ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1

9,069
30,000

30,000,000원

30,000

( 단위 : 천원 )
과

목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3 기금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2,387,606,857

2,385,374,190

2,232,667

537,695,515

535,462,848

2,232,667

537,695,515

535,462,848

2,232,667

537,695,515

535,462,848

2,232,667

510,359,515

508,126,848

2,232,667

예 산 과 목

및

내 역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ㅇ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ㅇ 공공임대주택 건설 국민주택 지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25,946,080

2,423,246,080

2,700,000

93,791,100

91,091,100

2,700,000

93,791,100

91,091,100

2,700,000

93,791,100

91,091,100

2,700,000

17,355,100

14,655,100

2,700,000

2,232,667
272,685,000원

272,685

1,959,982,000원

1,959,982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2,700,000

ㅇ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2,700,000,000원

2,700,000

2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8,329,372)
530,62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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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9,000)
9,000

(X2,970,468)
17,694,063

(X2,961,468)
17,685,063

(X9,000)
9,000

정책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X237,109)
14,261,075

(X228,109)
14,252,075

(X9,000)
9,000

(일반회계)
단위 : 도시농업육성 지원

(X237,109)
14,261,075

(X228,109)
14,252,075

(X9,000)
9,000

(X99,000)
189,000

(X90,000)
180,000

(X9,000)
9,000

경제정책실

부서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유기질 비료 지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유기질비료 지원

1

9,000
9,000,000원 =

(X9,000)

9,000

경제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복지정책실

예산액

기정예산액

(X3,385,541,658) (X3,385,461,470)
6,985,081,322
6,985,001,134

증 감

(X55,124,110)
236,919,013

(X55,043,922)
236,838,825

(X80,188)
80,188

정책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X55,124,110)
236,724,191

(X55,043,922)
236,644,003

(X80,188)
80,188

(X10,442,514)
62,288,748

(X10,362,326)
62,208,560

(X80,188)
80,188

(X160,375)
1,120,499

(X80,187)
1,040,311

(X80,188)
80,188

(일반회계)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X80,188)
80,188

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단위 :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예산과목및

(100-201-01) 사무관리비
ㅇ 운영비

2,188
2,188,000원 =

(X2,188)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ㅇ 사업비

2

2,188
78,000

78,000,000원 =

(X78,000)

78,000

복지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21,564,327)
576,59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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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400)
5,400

부서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X10,399,008)
38,3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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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400)
5,400

정책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X10,399,008)
37,66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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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400)
5,400

(X4,353,008)
21,86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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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400)
5,400

(X16,000)
16,000

(X10,600)
10,600

(X5,400)
5,4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단위 :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3

5,400
5,400,000원 =

(X5,400)

5,400

문화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45,262,618)
305,04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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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839,000)
839,000

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X4,838,768)
94,27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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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50,000)
550,000

정책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X4,838,768)
85,3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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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50,000)
550,000

(X4,838,768)
51,9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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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50,000)
550,000

(X640,000)
18,727,517

(X90,000)
18,177,517

(X550,000)
55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단위 :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국제스포츠대회 등 개최

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X28,819,057)
55,64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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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89,000)
289,000

정책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X28,819,057)
55,37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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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89,000)
289,000

(일반회계)
단위 :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X24,170,840)
34,61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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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89,000)
289,000

(X2,089,000)
2,0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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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89,000)
289,000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550,000
550,000,000원 =

(X550,000)

289,000,000원 =

(X289,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4

550,000

289,000
289,000
관광체육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26,087,348)
483,8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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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94,419)
94,419

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X14,504,992)
161,25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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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5,350)
55,350

정책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X14,504,992)
160,82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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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5,350)
55,350

(X4,284,923)
57,1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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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5,350)
55,350

(X32,000)
3,141,204

3,109,204

(X32,000)
32,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단위 : 정신보건 시설운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7-05) 민간위탁금
ㅇ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국비)

(X178,150)
178,150

(X154,800)
154,800

32,000
32,000,000원 =

(X32,000)

23,350,000원 =

(X23,350)

(X23,350)
23,35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부서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X50,064,196)
128,937,781

(X50,055,127)
128,928,712

(X9,069)
9,069

정책 : 시민건강수준 향상

(X50,045,821)
128,787,477

(X50,036,752)
128,778,408

(X9,069)
9,069

(X5,682,754)
11,514,264

(X5,673,685)
11,505,195

(X9,069)
9,069

(일반회계)
단위 : 건강생활 기반 조성

32,000

5

23,350
23,350

시민건강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예산액
(X1,305,426)
1,305,426

증 감

기정예산액
(X1,296,357)
1,296,357

예산과목및

(단위 : 천원)

내역

(X9,069)
9,069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부서 : 서북병원 원무과

정책 :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일반회계)
단위 : 서북병원 운영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X1,652,073)
17,046,918

(X1,622,073)
17,016,918

(X30,000)
30,000

(X1,619,773)
14,661,979

(X1,589,773)
14,631,979

(X30,000)
30,000

(X1,619,773)
14,661,979

(X1,589,773)
14,631,979

(X30,000)
30,000

(X30,000)
30,000

0

(X30,000)
30,000

9,069
9,069,000원 =

(X9,069)

(100-201-01) 사무관리비

9,069

13,850

ㅇ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

4,600,000원 =

(X4,600)

4,600

ㅇ 홍보활동

4,750,000원 =

(X4,750)

4,750

ㅇ 교육운영 지원

4,500,000원 =

(X4,500)

(100-401-01) 시설비
ㅇ 상담실 환경 개선

8,140,000원 =

(X8,14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ㅇ EKG모니터
ㅇ 산소포화도 측정기
ㅇ 상담실 책장 및 쇼파

4,500
8,140
8,140
8,010

4,400,000원*1대 =

(X4,400)

4,400

700,000원*2대 =

(X1,400)

1,400

=

1,000

· 책장

500,000원*1개 =

(X500)

500

· 쇼파

500,000원*1개 =

(X500)

500

ㅇ 책상 및 의자

=

610

· 책상

350,000원*1개 =

(X350)

350

· 의자

65,000원*4개 =

(X260)

260

6

시민건강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ㅇ 임종실 음향기기

7

예산과목및

내역

300,000원*2대 =

(단위 : 천원)
(X600)

600

도시재생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39,242,000)
1,661,834,847

(X36,377,000)
1,658,969,847

(X2,865,000)
2,865,000

부서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X4,581,000)
17,555,476

(X1,716,000)
14,690,476

(X2,865,000)
2,865,000

정책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X1,881,000)
12,838,270

(X1,716,000)
12,673,270

(X165,000)
165,000

(X1,719,000)
3,804,459

(X1,554,000)
3,639,459

(X165,000)
165,000

(X1,114,000)
1,114,000

(X949,000)
949,000

(X165,000)
165,000

도시재생실

(일반회계)
단위 : 도시재생연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도시생활환경개선)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소규모 재생사업

정책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X2,700,000)
3,388,000

688,000

(X2,700,000)
2,7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X2,700,000)
3,388,000

688,000

(X2,700,000)
2,700,000

(X2,700,000)
3,388,000

688,000

(X2,700,000)
2,700,000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65,000
165,000,000원 =

(X165,000)

100,000,000원 =

(X100,000)

2,400,000,000원 =

(X2,400,000)

(205-201-03) 행사운영비
ㅇ 독산3락 어울림페스티벌

100,000

(205-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ㅇ 어울림센터 부지 매입 및 공사 등
(205-401-01) 시설비
8

165,000

100,000
2,400,000
2,400,000
200,000
도시재생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ㅇ 우시장 악취저감대책수립 용역
ㅇ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9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80,000,000원 =

(X180,000)

180,000

20,000,000원 =

(X20,000)

20,000

도시재생실

부서·정책·단위·세부

기정예산액

증 감

(X781,068,666)
2,865,47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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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232,667)
2,232,667

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X126,945,990)
452,384,869

(X124,713,323)
450,152,202

(X2,232,667)
2,232,667

정책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X126,945,990)
450,557,440

(X124,713,323)
448,324,773

(X2,232,667)
2,232,667

단위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X97,031,831)
302,065,671

(X94,799,164)
299,833,004

(X2,232,667)
2,232,667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X5,524,707)
15,042,383

(X5,252,022)
14,769,698

(X272,685)
272,685

주택건축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204-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ㅇ 공덕동 행복주택 공사비

공공임대주택 건설 국민주택 지원

(X33,527,982)
33,527,982

(X31,568,000)
31,568,000

272,685
272,685,000원 =

(X272,685)

1,959,982,000원 =

(X1,959,982)

272,685

(X1,959,982)
1,959,982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ㅇ 공공임대주택건설(국민) 국고보조금

10

1,959,982
1,959,982

주택건축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