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11차 간주예산

 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26,847,290,126 11,048,58826,858,338,714

300 지방교부세 198,437,362 290,000198,727,362

310 지방교부세 198,437,362 290,000198,727,362

311 지방교부세 198,437,362 290,000198,727,362

02 특별교부세 6,777,000 290,0007,067,000

40,00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40,000ㅇ 한파저감시설 설치 40,000,000원

250,00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250,000ㅇ 제설대책추진 250,000,000원

500 보조금 4,542,899,980 10,758,5884,553,658,568

510 국고보조금등 4,542,899,980 10,758,5884,553,658,568

511 국고보조금등 4,542,899,980 10,758,5884,553,658,568

01 국고보조금 4,230,488,323 9,760,4824,240,248,805

15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150,000ㅇ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50,000,000원

3,120,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3,120,000ㅇ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3,120,000,000원

34,49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34,495ㅇ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34,495,000원

1,2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1,200,000ㅇ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구축 1,200,000,000원

2,997,08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2,997,089ㅇ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지원 2,997,089,000원

99,00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99,000ㅇ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 99,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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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630ㅇ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630,000원

2,064,81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2,064,819ㅇ 자활근로사업 지원 2,064,819,000원

3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30,000ㅇ 서울 K-POP공연(도심 속 산사음악회) 30,000,000원

64,449<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64,449ㅇ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64,449,000원

03 기금 236,847,144 998,106237,845,250

88,7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50,000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0,000,000원

38,712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38,712,000원

12,30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12,300ㅇ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 12,300,000원

589,51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397,993ㅇ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397,993,000원

191,520ㅇ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91,520,000원

△23,35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3,350ㅇ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국비) -23,350,000원

△9,069<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9,069ㅇ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9,069,000원

34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340,000ㅇ 박물관 유지·운영 340,000,000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450,758,485 400,0001,451,158,485

300 지방교부세 200,000 400,000600,000

310 지방교부세 200,000 400,000600,000

311 지방교부세 200,000 400,000600,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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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별교부세 200,000 400,000600,000

400,000<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400,000ㅇ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400,0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2,387,606,857 1,400,0002,389,006,857

500 보조금 537,695,515 1,400,000539,095,515

510 국고보조금등 537,695,515 1,400,000539,095,515

511 국고보조금등 537,695,515 1,400,000539,095,515

01 국고보조금 6,011,000 1,400,0007,411,000

1,400,00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1,400,000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1,400,000,000원

20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732,104 95,00030,827,104

500 보조금 28,410,919 95,00028,505,919

510 국고보조금등 28,410,919 95,00028,505,919

511 국고보조금등 28,410,919 95,00028,505,919

03 기금 28,410,919 95,00028,505,919

95,00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95,000ㅇ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95,000,000원

214 소방안전특별회계 861,184,355 140,000861,324,355

500 보조금 8,400,744 140,0008,540,744

510 국고보조금등 8,400,744 140,0008,540,744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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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국고보조금등 8,400,744 140,0008,540,744

01 국고보조금 6,866,896 140,0007,006,896

140,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140,000ㅇ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40,000,000원

302 수도사업특별회계 907,700,000 1,424,000909,124,000

500 보조금 0 1,424,0001,424,000

510 국고보조금등 0 1,424,0001,424,000

511 국고보조금등 0 1,424,0001,424,000

01 국고보조금 0 1,424,0001,424,000

1,424,000<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1,424,000ㅇ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1,424,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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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2,740,523,190 2,737,117,683 3,405,507

(X986,401,170) (X982,995,663) (X3,405,50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부서 : 39,253,267 39,103,267 150,000

(X12,599,701) (X12,449,701) (X150,000)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정책 : 38,845,997 38,695,997 150,000

(X12,599,701) (X12,449,701) (X150,000)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38,845,997 38,695,997 150,000

(X12,599,701) (X12,449,701) (X150,000)

단위 :

(일반회계)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873,300 723,300 150,000

(X511,650) (X361,650) (X150,00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150,000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영보자애원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교체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부서 : 1,852,816,858 1,849,696,858 3,120,000

(X601,523,617) (X598,403,617) (X3,120,000)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850,820,078 1,847,700,078 3,120,000

(X601,523,617) (X598,403,617) (X3,120,000)

보육시설 확충 25,162,549 22,042,549 3,120,000

(X7,425,885) (X4,305,885) (X3,120,000)

단위 :

(일반회계)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4,971,549 1,851,549 3,120,000

(X4,354,365) (X1,234,365) (X3,12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12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1 여성가족정책실



3,120,000,000원 = 3,120,000(X3,120,000)

ㅇ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636,357,198 636,233,991 123,207

(X324,727,620) (X324,604,413) (X123,207)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635,967,416 635,844,209 123,207

(X324,727,620) (X324,604,413) (X123,207)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43,002,499 142,918,004 84,495

(X15,108,611) (X15,024,116) (X84,495)

단위 :

(일반회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779,746 2,729,746 50,000

(X1,364,873) (X1,314,873) (X50,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민간아동시설 기능보강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49,731 115,236 34,495

(X92,113) (X57,618) (X34,495)

(100-307-05) 민간위탁금 34,495

34,495,000원 = 34,495(X34,495)ㅇ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한부모 가족 지원 61,613,009 61,574,297 38,712

(X24,466,477) (X24,427,765) (X38,712)

단위 :

(일반회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38,712 0 38,712

(X38,712) (X38,712)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8,712

38,712,000원 = 38,712(X38,712)ㅇ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부서 : 120,870,703 120,858,403 12,300

(X31,420,054) (X31,407,754) (X12,300)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정책 : 118,888,196 118,875,896 12,300

(X31,420,054) (X31,407,754) (X12,300)

아이돌봄서비스 증진 37,274,428 37,262,128 12,300

(X14,328,806) (X14,316,506) (X12,300)

단위 :

(일반회계)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 12,300 0 12,300

(X12,300) (X12,3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300

12,300,000원 = 12,300(X12,300)ㅇ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3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196,549,365 195,959,852 589,513

(X40,519,194) (X39,929,681) (X589,51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부서 : 117,819,778 117,230,265 589,513

(X23,937,182) (X23,347,669) (X589,51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정책 : 87,763,298 87,173,785 589,513

(X23,937,182) (X23,347,669) (X589,51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56,941,286 56,351,773 589,513

(X23,937,182) (X23,347,669) (X589,513)

단위 :

(일반회계)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180,634 989,114 191,520

(X1,180,634) (X989,114) (X191,52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1,520

191,520,000원 = 191,520(X191,520)ㅇ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799,741 401,748 397,993

(X799,741) (X401,748) (X397,993)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97,993

397,993,000원 = 397,993(X397,993)ㅇ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4 노동민생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121,313,361 120,113,361 1,200,000

(X2,940,155) (X1,740,155) (X1,2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부서 : 35,959,362 34,759,362 1,200,000

(X2,470,400) (X1,270,400) (X1,200,000)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정책 : 35,870,584 34,670,584 1,200,000

(X2,470,400) (X1,270,400) (X1,200,000)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28,459,173 27,259,173 1,200,000

(X2,470,400) (X1,270,400) (X1,200,000)

단위 :

(일반회계)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구축 5,185,404 3,985,404 1,200,000

(X2,400,000) (X1,200,000) (X1,2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0

1,200,000,000원 = 1,200,000(X1,200,000)ㅇ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5 스마트도시정책관



복지정책실 6,991,127,380 6,985,965,842 5,161,538

(X3,391,587,716) (X3,386,426,178) (X5,161,53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부서 : 3,115,418,053 3,112,420,964 2,997,089

(X1,183,549,636) (X1,180,552,547) (X2,997,089)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2,346,374,267 2,343,377,178 2,997,089

(X1,183,499,566) (X1,180,502,477) (X2,997,089)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36,614,174 33,617,085 2,997,089

(X23,066,108) (X20,069,019) (X2,997,089)

단위 :

(일반회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지원 25,017,124 22,020,035 2,997,089

(X21,826,108) (X18,829,019) (X2,997,08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97,089

2,997,089,000원 = 2,997,089(X2,997,089)ㅇ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2,263,467,625 2,263,368,625 99,000

(X1,707,568,661) (X1,707,469,661) (X99,00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2,263,329,779 2,263,230,779 99,000

(X1,707,568,661) (X1,707,469,661) (X99,000)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6,840,056 36,741,056 99,000

(X16,656,945) (X16,557,945) (X99,000)

단위 :

(일반회계)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 8,401,500 8,302,500 99,000

(X5,634,000) (X5,535,000) (X99,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9,000

99,000,000원 = 99,000(X99,000)ㅇ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236,934,043 236,933,413 630

(X55,139,140) (X55,138,510) (X630)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236,739,221 236,738,591 630

(X55,139,140) (X55,138,510) (X63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68,943,019 168,942,389 630

(X43,246,487) (X43,245,857) (X630)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15,030 14,400 630

(X15,030) (X14,400) (X63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0

630,000원 = 630(X630)ㅇ 공기청정기 렌탈비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부서 : 167,898,702 165,833,883 2,064,819

(X79,892,009) (X77,827,190) (X2,064,819)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112,509,399 110,444,580 2,064,819

(X76,180,677) (X74,115,858) (X2,064,819)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112,509,399 110,444,580 2,064,819

(X76,180,677) (X74,115,858) (X2,064,819)

단위 :

(일반회계)

자활근로사업 지원 84,691,973 82,627,154 2,064,819

(X58,536,246) (X56,471,427) (X2,064,81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64,819

2,064,819,000원 = 2,064,819(X2,064,819)ㅇ 자활근로사업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7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2,659,258,843 2,658,858,843 400,000

(X100,380,559) (X100,380,559)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부서 : 134,722,958 134,322,958 400,000

(X3,430,000) (X3,430,000)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정책 : 95,145,299 94,745,299 400,000

(X3,430,000) (X3,430,00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통관리계정) 17,823,744 17,423,744 400,000

(X2,630,000) (X2,630,0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970,000 570,000 400,000

(202-401-01) 시설비 400,000

400,000,000원 = 400,000ㅇ cctv 설치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8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577,612,085 577,582,085 30,000

(X122,584,327) (X122,554,327) (X3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58,172,984 58,142,984 30,000

(X22,186,290) (X22,156,290) (X30,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58,122,519 58,092,519 30,000

(X22,186,290) (X22,156,290) (X30,000)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6,407,000 6,377,000 30,000

(X3,410,000) (X3,380,000) (X3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K-POP공연(도심 속 산사음악회) 100,000 70,000 30,000

(X100,000) (X70,000) (X3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30,000,000원 = 30,000(X30,000)ㅇ 강남구 2019 서울 k-pop 공연사업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9 문화본부



시민건강국 483,876,699 483,909,118 △32,419

(X126,123,201) (X126,155,620) (X△32,41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61,257,034 161,280,384 △23,350

(X14,504,992) (X14,528,342) (X△23,35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60,827,296 160,850,646 △23,350

(X14,504,992) (X14,528,342) (X△23,350)

정신보건 시설운영 57,179,303 57,202,653 △23,350

(X4,284,923) (X4,308,273) (X△23,350)

단위 :

(일반회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국비) 178,150 201,500 △23,350

(X178,150) (X201,500) (X△23,35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350

-23,350,000원 = △23,350(X△23,350)ㅇ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부서 : 128,937,781 128,946,850 △9,069

(X50,064,196) (X50,073,265) (X△9,069)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128,787,477 128,796,546 △9,069

(X50,045,821) (X50,054,890) (X△9,069)

건강생활 기반 조성 11,514,264 11,523,333 △9,069

(X5,682,754) (X5,691,823) (X△9,069)

단위 :

(일반회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305,426 1,314,495 △9,069

(X1,305,426) (X1,314,495) (X△9,069)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069

-9,069,000원 = △9,069(X△9,069)ㅇ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10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1,156,721,266 1,156,431,266 290,000

(X4,131,875) (X4,131,875)

(소6,763,840) (소6,763,84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부서 : 2,229,221 2,189,221 40,000

(X104,875) (X104,875)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정책 : 2,193,705 2,153,705 40,000

(X104,875) (X104,875)

재난상황관리 2,193,705 2,153,705 40,000

(X104,875) (X104,875)

단위 :

(일반회계)

한파저감시설 설치 40,000 0 4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

40,000,000원 = 40,000ㅇ 한파저감시설(방풍, 온열의자) 설치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부서 : 150,831,242 150,581,242 250,000

(소2,673,840) (소2,673,840)

도로시설물 관리정책 : 134,160,160 133,910,160 250,000

(소2,673,840) (소2,673,840)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60,216,160 59,966,160 250,000단위 :

(일반회계)

(소2,673,840) (소2,673,840)

제설대책추진 9,198,460 8,948,460 250,000

(100-401-01) 시설비 250,000

250,000,000원 = 250,000ㅇ 액상살포장치 설치 및 전진기지 보강 등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11 안전총괄실



도시계획국 28,532,826 28,468,377 64,449

(X576,440) (X511,991) (X64,449)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부서 : 1,308,063 1,243,614 64,449

(X576,440) (X511,991) (X64,449)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정책 : 1,241,450 1,177,001 64,449

(X576,440) (X511,991) (X64,449)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1,161,650 1,097,201 64,449

(X576,440) (X511,991) (X64,449)

단위 :

(일반회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71,379 6,930 64,449

(X71,379) (X6,930) (X64,44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4,449

64,449,000원 = 64,449(X64,449)ㅇ 지적재조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성북구)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12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2,866,879,459 2,865,479,459 1,400,000

(X782,468,666) (X781,068,666) (X1,400,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부서 : 1,542,860,001 1,541,460,001 1,400,000

(X623,470,794) (X622,070,794) (X1,400,000)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1,389,545,756 1,388,145,756 1,400,000

(X623,470,794) (X622,070,794) (X1,400,000)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547,815,581 546,415,581 1,400,000

(X49,977,277) (X48,577,277) (X1,40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7,411,000 6,011,000 1,400,000

(X7,411,000) (X6,011,000) (X1,400,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400,000

1,400,000,000원 = 1,400,000(X1,400,000)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13 주택건축본부



물순환안전국 229,174,630 229,079,630 95,000

(X38,050,919) (X37,955,919) (X95,00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부서 : 57,181,252 57,086,252 95,000

(X32,720,919) (X32,625,919) (X95,000)

깨끗한 물관리정책 : 30,979,390 30,884,390 95,000

(X7,096,788) (X7,001,788) (X95,000)

한강 수질개선 4,802,973 4,707,973 95,000

(X2,881,788) (X2,786,788) (X95,000)

단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277,000 182,000 95,000

(X277,000) (X182,000) (X95,000)

(209-207-01) 연구용역비 95,000

95,000,000원 = 95,000(X95,000)ㅇ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14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1,696,372,273 1,696,232,273 140,000

(X8,540,744) (X8,400,744) (X140,000)

(소20,291,522) (소20,291,522)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부서 : 1,565,339,692 1,565,199,692 140,000

(X826,823) (X686,823) (X140,000)

(소3,617,345) (소3,617,345)

소방행정기반 강화정책 : 93,261,332 93,121,332 140,000

(X826,823) (X686,823) (X140,000)

(소3,617,345) (소3,617,345)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054,793 914,793 140,000

(X826,823) (X686,823) (X140,000)

단위 :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054,793 914,793 140,000

(X826,823) (X686,823) (X140,000)

(214-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40,000

140,000,000원 = 140,000(X140,000)ㅇ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15 소방재난본부



서울역사박물관 15,182,643 14,842,643 340,000

(X340,000) (X34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부서 : 15,182,643 14,842,643 340,000

(X340,000) (X340,000)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정책 : 14,113,347 13,773,347 340,000

(X340,000) (X340,000)

관람 지원기반 구축 3,864,917 3,524,917 340,000

(X340,000) (X340,000)

단위 :

(일반회계)

박물관 유지·운영 2,670,246 2,330,246 340,000

(X340,000) (X340,000)

(100-401-01) 시설비 325,000

325,000,000원 = 325,000(X325,000)ㅇ 서울 경교장 보수공사

(100-401-02) 감리비 15,000

15,000,000원 = 15,000(X15,000)ㅇ 서울 경교장 보수공사 감리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단위·세부

16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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