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0차 간주예산

서울특별시

( 단위 : 천원 )
과

목

100 일반회계
500 보조금

예산액

기정예산액

26,847,290,126 26,832,103,647

증 감

및

내 역

15,186,479

4,542,899,980

4,527,713,501

15,186,479

4,542,899,980

4,527,713,501

15,186,479

511 국고보조금등

4,542,899,980

4,527,713,501

15,186,479

01 국고보조금

4,230,488,323

4,229,047,642

1,440,681

510 국고보조금등

예 산 과 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ㅇ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ㅇ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8,400
24,000,000원

24,000

4,400,000원

4,400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ㅇ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5,600
5,600,000원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ㅇ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14,400,000원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ㅇ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500,000,000원

70,000,000원
500,000,000원

03 기금

236,847,144

223,101,346

500,000
35,853

35,853,000원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ㅇ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70,000
500,000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ㅇ 유기동물보호 지원

280,928
70,000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ㅇ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500,000
280,928

280,928,000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ㅇ 서울K-POP공연(도심 속 산사음악회)

14,400
500,000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ㅇ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5,600
14,400

35,853
5,500

5,500,000원

5,500

13,745,798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

4,454,968
4,454,968,000

4,454,968

(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27,456
27,456,000원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ㅇ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8,778,955
401,748,000원

401,748

8,377,207,000원

8,377,207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ㅇ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400,000
400,000,000원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ㅇ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52,000,000원

2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59,996,533

1,050,996,333

9,000,200

83,096,200

74,096,000

9,000,200

83,096,200

74,096,000

9,000,200

511 국고보조금등

83,096,200

74,096,000

9,000,200

01 국고보조금

83,096,200

74,096,000

9,000,200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23,350,000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2,426,471,699

2,425,946,080

525,619

94,316,719

93,791,100

525,619

94,316,719

93,791,100

525,619

94,316,719

93,791,100

525,619
2

23,350
9,069

9,069,000원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ㅇ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2,000
23,350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ㅇ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400,000
52,000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ㅇ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국비)

27,456

9,069

9,000,200
9,000,200,000원

9,000,200

( 단위 : 천원 )
과

목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예산액
17,880,719

기정예산액
17,355,100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

525,619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03 기금

30,732,104

30,725,519

6,585

28,410,919

28,404,334

6,585

28,410,919

28,404,334

6,585

28,410,919

28,404,334

6,585

28,410,919

28,404,334

6,585

525,619
525,619,000원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ㅇ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3

525,619

6,585
6,585,000원

6,585

부서·정책·단위·세부

기정예산액

증 감

(X982,995,663)
2,737,11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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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510,824)
4,510,824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X324,604,413)
636,233,991

(X320,121,045)
631,750,623

(X4,483,368)
4,483,368

정책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X324,604,413)
635,844,209

(X320,121,045)
631,360,841

(X4,483,368)
4,483,368

(X15,024,116)
142,918,004

(X14,995,716)
142,889,604

(X28,400)
28,400

(X51,920)
123,200

(X47,520)
118,800

(X4,400)
4,4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단위 :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예산액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ㅇ 심리치료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X5,191,000)
7,774,500

(X5,167,000)
7,750,500

4,400
4,400,000원 =

(X4,400)

(X24,000)
24,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일반회계)
단위 :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400

(X24,427,765)
61,574,297

(X19,972,797)
57,119,329

(X4,454,968)
4,454,968

(X23,292,000)
42,129,032

(X18,837,032)
37,674,064

(X4,454,968)
4,454,968

24,000
24,000,000원 =

(X24,000)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ㅇ 아동양육비

1

24,000

4,454,968
4,454,968,000원 =

(X4,454,968)

4,454,968

여성가족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X31,407,754)
120,858,403

(X31,380,298)
120,830,947

(X27,456)
27,456

정책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X31,407,754)
118,875,896

(X31,380,298)
118,848,440

(X27,456)
27,456

(일반회계)
단위 :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X17,091,248)
78,113,768

(X17,063,792)
78,086,312

(X27,456)
27,456

(X27,456)
27,456

0

(X27,456)
27,4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ㅇ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24,816
24,816,000원 =

(X24,816)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2

24,816
2,640

2,640,000원 =

(X2,640)

2,640

여성가족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39,929,681)
195,959,852

(X31,150,726)
187,180,897

(X8,778,955)
8,778,955

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X23,347,669)
117,230,265

(X14,568,714)
108,451,310

(X8,778,955)
8,778,955

정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X23,347,669)
87,173,785

(X14,568,714)
78,394,830

(X8,778,955)
8,778,955

(X23,347,669)
56,351,773

(X14,568,714)
47,572,818

(X8,778,955)
8,778,955

(X8,719,807)
18,894,415

(X342,600)
10,517,208

(X8,377,207)
8,377,207

노동민생정책관

(일반회계)
단위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X401,748)
401,748

0

8,377,207
8,377,207,000원 =

(X8,377,207)

401,748,000원 =

(X401,748)

8,377,207

(X401,748)
401,748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3

401,748
401,748

노동민생정책관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760,178)
7,313,064

(X754,578)
7,307,464

(X5,600)
5,600

부서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X760,178)
7,313,064

(X754,578)
7,307,464

(X5,600)
5,600

정책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X760,178)
7,155,263

(X754,578)
7,149,663

(X5,600)
5,600

(X457,022)
4,436,736

(X451,422)
4,431,136

(X5,600)
5,600

(X5,600)
5,600

0

(X5,600)
5,600

비상기획관

(일반회계)
단위 :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201-01) 사무관리비
ㅇ 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4

5,600
5,600,000원 =

(X5,600)

5,600

비상기획관

부서·정책·단위·세부

복지정책실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3,386,426,178) (X3,385,630,850)
6,985,965,842
6,985,170,514

(X55,138,510)
236,93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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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4,400)
14,400

정책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X55,138,510)
236,73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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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4,400)
14,400

(X43,245,857)
168,942,389

(X43,231,457)
168,927,989

(X14,400)
14,400

(X14,400)
14,400

0

(X14,400)
14,400

(일반회계)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X795,328)
795,328

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단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과목및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공기청정기 렌탈비

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X268,452,476)
669,101,662

(X267,952,476)
668,601,662

(X500,000)
500,000

정책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X268,452,476)
668,945,507

(X267,952,476)
668,445,507

(X500,000)
500,000

(일반회계)
단위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X268,368,510)
639,499,902

(X267,868,510)
638,999,902

(X500,000)
500,000

(X500,000)
500,000

0

(X500,000)
500,000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14,400
14,400,000원 =

(X14,400)

500,000,000원 =

(X5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5

14,400

500,000
500,000
복지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부서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X77,827,190)
165,833,883

(X77,546,262)
165,552,955

(X280,928)
280,928

정책 :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X74,115,858)
110,444,580

(X73,834,930)
110,163,652

(X280,928)
280,928

(일반회계)
단위 :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X74,115,858)
110,444,580

(X73,834,930)
110,163,652

(X280,928)
280,928

(X4,609,264)
7,309,940

(X4,328,336)
7,029,012

(X280,928)
280,928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

280,928
280,928,000원 =

(X280,928)

280,928

복지정책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00,380,559)
2,658,858,843

(X91,380,359)
2,649,858,643

(X9,000,200)
9,000,200

부서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X68,600,200)
539,770,026

(X59,600,000)
530,769,826

(X9,000,200)
9,000,200

정책 :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X68,600,200)
441,470,485

(X59,600,000)
432,470,285

(X9,000,200)
9,000,200

(X68,600,200)
441,470,485

(X59,600,000)
432,470,285

(X9,000,200)
9,000,200

(X31,355,200)
57,436,200

(X22,355,000)
48,436,000

(X9,000,200)
9,000,20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단위 :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201-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ㅇ 지하철 공기질 개선

7

9,000,200
9,000,200,000원 =

(X9,000,200)

9,000,200

도시교통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증 감

기정예산액

(X122,554,327)
577,58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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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22,000)
522,000

부서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X22,156,290)
58,14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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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70,000)
470,000

정책 : 문화예술진흥

(X22,156,290)
58,0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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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70,000)
470,000

(X3,380,000)
6,3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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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70,000)
470,000

(X400,000)
820,000

420,000

(X400,000)
4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단위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201-03) 행사운영비
ㅇ 서울 K-POP 축제 개최

서울K-POP공연(도심 속 산사음악회)

(X70,000)
70,000

0

400,000
400,000,000원 =

(X400,000)

70,000,000원 =

(X70,000)

(X70,000)
7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강남구 2019 서울 K-POP 공연사업

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X80,764,041)
191,294,842

(X80,712,041)
191,242,842

(X52,000)
52,000

정책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X80,219,376)
189,491,904

(X80,167,376)
189,439,904

(X52,000)
52,000

(X52,000)
3,333,560

3,281,560

(X52,000)
52,000

(일반회계)
단위 : 문화재 지정 관리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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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70,000

문화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예산액
(X52,000)
2,881,560

기정예산액

2,829,560

증 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X52,000)
52,000
(100-301-12) 기타보상금
ㅇ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5,000
5,000,000원 =

(X5,000)

47,000,000원 =

(X47,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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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47,000
47,000

문화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254,390,024)
747,353,016

(X253,890,024)
746,853,016

(X500,000)
500,000

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X15,728,330)
37,036,799

(X15,228,330)
36,536,799

(X500,000)
500,000

정책 : 대기환경 개선

(X15,728,330)
36,972,995

(X15,228,330)
36,472,995

(X500,000)
500,000

(X15,677,100)
34,840,898

(X15,177,100)
34,340,898

(X500,000)
500,000

(X6,000,000)
10,000,000

(X5,500,000)
9,500,000

(X500,000)
500,000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단위 :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ㅇ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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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00,000,000원 =

(X500,000)

500,000

기후환경본부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126,155,620)
483,9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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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68,272)
68,272

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X14,528,342)
161,28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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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3,350)
23,350

정책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X14,528,342)
160,8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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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3,350)
23,350

(X4,308,273)
57,2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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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3,350)
23,350

(X201,500)
201,500

(X178,150)
178,150

(X23,350)
23,35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단위 : 정신보건 시설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국비)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부서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X50,073,265)
128,94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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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9,069)
9,069

정책 : 시민건강수준 향상

(X50,054,890)
128,79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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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9,069)
9,069

(일반회계)
단위 : 건강생활 기반 조성

(X5,691,823)
11,5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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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9,069)
9,069

(X1,314,495)
1,314,495

(X1,305,426)
1,305,426

(X9,069)
9,069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23,350
23,350,000원 =

(X23,350)

9,069,000원 =

(X9,069)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11

23,350

9,069
9,069
시민건강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부서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X819,973)
6,511,735

(X784,120)
6,475,882

(X35,853)
35,853

정책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X819,973)
6,474,963

(X784,120)
6,439,110

(X35,853)
35,853

(일반회계)
단위 :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X445,434)
5,868,403

(X409,581)
5,832,550

(X35,853)
35,853

(X89,634)
871,828

(X53,781)
835,975

(X35,853)
35,853

유기동물보호 지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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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3
35,853,000원 =

(X35,853)

35,853

시민건강국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산과목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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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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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부서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X4,581,000)
18,519,358

(X4,581,000)
18,519,358

0

정책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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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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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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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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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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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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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도시재생실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205-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ㅇ 어울림센터 부지 매입 및 공사 등

△2,400,000
-2,400,000,000원 =

(X△2,400,000)

(205-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ㅇ 어울림센터 부지 매입 및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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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
2,400,000

2,400,000,000원 =

(X2,400,000)

2,400,000

도시재생실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26,771,728)
1,329,0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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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31,119)
531,119

부서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X3,685,219)
87,93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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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25,619)
525,619

정책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X3,685,219)
87,5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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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25,619)
525,619

(X2,959,719)
50,2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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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25,619)
525,619

(X2,959,719)
2,95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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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25,619)
525,619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진달래마을 커뮤니티숲 조성

(X159,930)

159,930

ㅇ 삼성산 만남의 광장 조성

95,958,000원 =

(X95,958)

95,958

ㅇ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47,606,000원 =

(X47,606)

47,606

ㅇ 여가녹지 조성사업

71,080,000원 =

(X71,080)

71,080

ㅇ 허브체험공원 조성

71,080,000원 =

(X71,080)

71,080

ㅇ 개화산 물순환을 통한 도시생태숲 조성

79,965,000원 =

(X79,965)

79,965

부서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X5,500)
11,915,296

11,909,796

(X5,500)
5,500

정책 :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공원화

(X5,500)
10,898,559

10,893,059

(X5,500)
5,500

(X5,500)
7,558,559

7,553,059

(X5,500)
5,500

(일반회계)
단위 : 남산 및 산하공원 운영

525,619
159,9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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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부서·정책·단위·세부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예산액
(X5,500)
3,122,532

기정예산액

3,117,032

증 감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X5,500)
5,500
(100-401-01) 시설비
ㅇ 창녕위궁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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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5,500,000원 =

(X5,500)

5,500

푸른도시국

부서·정책·단위·세부

물순환안전국

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정책 : 깨끗한 물관리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한강 수질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X37,955,919)
229,07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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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6,585)
6,585

(X32,625,919)
57,086,252

(X32,619,334)
57,079,667

(X6,585)
6,585

(X7,001,788)
30,884,390

(X6,995,203)
30,877,805

(X6,585)
6,585

(X2,786,788)
4,707,973

(X2,780,203)
4,701,388

(X6,585)
6,585

(X137,362)
137,362

(X130,777)
130,777

(X6,585)
6,585

예산과목및

내역

(단위 : 천원)

(209-401-01) 시설비
ㅇ 강동구 오수중계펌프장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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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6,585,000원 =

(X6,585)

6,585

물순환안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