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8차 간주예산

서울특별시

( 단위 : 천원 )
과

목

100 일반회계

예산액

기정예산액

26,831,114,533 26,825,714,172

500 보조금

증 감

및

내 역

5,400,361

4,526,724,387

4,521,324,026

5,400,361

4,526,724,387

4,521,324,026

5,400,361

511 국고보조금등

4,526,724,387

4,521,324,026

5,400,361

01 국고보조금

4,229,047,642

4,225,515,281

3,532,361

510 국고보조금등

예 산 과 목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ㅇ 토양개량제 공급
ㅇ 양곡관리

797,169
5,050,000원

5,050

792,119,000원

792,119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ㅇ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원)

89,192
89,192,000원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5,564,513

75,366,513

2,646,000,000원

ㅇ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22,112,232

220,442,232

2,646,000

198,000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03 기금

89,192
2,646,000

198,000
198,000,000원

198,000

1,670,000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ㅇ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지원

270,000
270,000,000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ㅇ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300,000
300,000,000원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ㅇ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

270,000
300,000
1,100,000

1,000,000,000원

1,000,000

100,000,000원

100,000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9,126,541)
531,42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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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797,169)
797,169

(X3,767,637)
18,4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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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797,169)
797,169

정책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X242,159)
14,266,125

(X237,109)
14,261,075

(X5,050)
5,050

(일반회계)
단위 : 도시농업육성 지원

(X242,159)
14,266,125

(X237,109)
14,261,075

(X5,050)
5,050

(X26,050)
31,050

(X21,000)
26,000

(X5,050)
5,050

경제정책실

부서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토양개량제 공급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토양개량제 공급

정책 :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일반회계)
단위 : 유통거래질서 확립

양곡관리

(X3,525,478)
4,150,478

(X2,733,359)
3,358,359

(X792,119)
792,119

(X3,525,478)
4,150,478

(X2,733,359)
3,358,359

(X792,119)
792,119

(X3,525,478)
3,525,478

(X2,733,359)
2,733,359

(X792,119)
792,119

5,050
5,050,000원 =

(X5,050)

792,119,000원 =

(X792,11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정부양곡할인지원택배비

1

5,050

792,119
792,119

경제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복지정책실

예산액

기정예산액

(X3,385,630,850) (X3,385,541,658)
6,985,170,514
6,985,081,322

증 감

(X72,387,494)
292,964,341

(X72,298,302)
292,875,149

(X89,192)
89,192

정책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X72,387,494)
292,927,292

(X72,298,302)
292,838,100

(X89,192)
89,192

(X71,675,264)
188,337,659

(X71,586,072)
188,248,467

(X89,192)
89,192

(X897,654)
1,244,138

(X808,462)
1,154,946

(X89,192)
89,192

(일반회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X89,192)
89,192

부서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단위 :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예산과목및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ㅇ 이야기할머니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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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92
89,192,000원 =

(X89,192)

89,192

복지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22,032,327)
577,0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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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68,000)
468,000

부서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X21,686,290)
57,672,984

(X21,416,290)
57,402,984

(X270,000)
270,000

정책 : 문화예술진흥

(X21,686,290)
57,622,519

(X21,416,290)
57,352,519

(X270,000)
270,000

(X2,910,000)
5,9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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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70,000)
270,000

(X1,910,000)
1,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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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70,000)
27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단위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지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ㅇ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지원

부서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X10,597,008)
38,57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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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98,000)
198,000

정책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X10,597,008)
37,86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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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98,000)
198,000

(X4,551,008)
22,06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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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98,000)
198,000

(X2,088,000)
2,0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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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98,000)
198,000

(일반회계)
단위 :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70,000
270,000,000원 =

(X270,000)

198,000,000원 =

(X198,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3

270,000

198,000
198,000
문화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46,662,618)
306,44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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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400,000)
1,400,000

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X5,138,768)
94,57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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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00,000)
300,000

정책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X5,138,768)
85,6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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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00,000)
300,000

(X5,138,768)
52,2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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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00,000)
300,000

(X940,000)
19,027,517

(X640,000)
18,727,517

(X300,000)
3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단위 :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국제스포츠대회 등 개최

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X29,919,057)
56,74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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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100,000)
1,100,000

정책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X29,919,057)
56,47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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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100,000)
1,100,000

(일반회계)
단위 :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X25,270,840)
35,71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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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100,000)
1,100,000

(X5,503,000)
5,5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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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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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300,000
300,000,000원 =

(X300,000)

1,000,000,000원 =

(X1,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수영장형(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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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1,000,000
1,000,000
관광체육국

부서·정책·단위·세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액
(X3,378,840)
3,378,840

기정예산액
(X3,278,840)
3,278,840

증 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X100,000)
1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

100,000
100,000,000원 =

(X100,000)

100,000

관광체육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37,949,334)
229,073,045

(X35,303,334)
226,427,045

(X2,646,000)
2,646,000

부서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X5,324,000)
171,077,902

(X2,678,000)
168,431,902

(X2,646,000)
2,646,000

정책 : 치수 및 하천 관리

(X5,324,000)
164,820,106

(X2,678,000)
162,174,106

(X2,646,000)
2,646,000

(X5,324,000)
62,896,394

(X2,678,000)
60,250,394

(X2,646,000)
2,646,000

(X5,324,000)
5,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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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646,000)
2,646,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단위 : 하천복원 및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1-01) 시설비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한강사업본부)

1,500,000
1,500,000,000원 =

(X1,5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1,146,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성북구)

146,000,000원 =

(X146,000)

146,000

ㅇ 국가하천 유지보수(양천구)

1,000,000,000원 =

(X1,000,000)

1,000,000

6

물순환안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