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12차 간주예산

 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26,858,338,714 607,37626,858,946,090

300 지방교부세 198,727,362 400,000199,127,362

310 지방교부세 198,727,362 400,000199,127,362

311 지방교부세 198,727,362 400,000199,127,362

02 특별교부세 7,067,000 400,0007,467,000

400,00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400,000ㅇ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수습 복구 가상훈련장 설치 400,000,000원

500 보조금 4,553,658,568 207,3764,553,865,944

510 국고보조금등 4,553,658,568 207,3764,553,865,944

511 국고보조금등 4,553,658,568 207,3764,553,865,944

01 국고보조금 4,240,248,805 3,0004,240,251,805

3,00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3,000ㅇ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3,000,000원

03 기금 237,845,250 204,376238,049,626

142,87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23,700ㅇ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23,700,000원

1,500ㅇ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500,000원

103,352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103,352,000원

14,324ㅇ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14,324,000원

27,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27,000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7,000,000원

4,50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4,500ㅇ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 4,500,000원

2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20,000ㅇ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20,000,0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10,000<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

10,000ㅇ 한양도성 긴급보수 10,000,000원

2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59,996,533 1,000,0001,060,996,533

500 보조금 83,096,200 1,000,00084,096,200

510 국고보조금등 83,096,200 1,000,00084,096,200

511 국고보조금등 83,096,200 1,000,00084,096,200

01 국고보조금 83,096,200 1,000,00084,096,200

1,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예산과 >

1,000,000ㅇ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000,000,000원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451,158,485 688,8001,451,847,285

500 보조금 31,780,359 688,80032,469,159

510 국고보조금등 31,780,359 688,80032,469,159

511 국고보조금등 31,780,359 688,80032,469,159

01 국고보조금 24,443,359 688,80025,132,159

688,800<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688,800ㅇ 장애인콜택시 운영 688,800,000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2,426,471,699 2,002,0402,428,473,739

300 지방교부세 0 2,000,0002,000,000

310 지방교부세 0 2,000,0002,000,000

311 지방교부세 0 2,000,0002,000,0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02 특별교부세 0 2,000,0002,000,000

2,000,00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2,000,000ㅇ 안양천횡단 연결로(보도교) 신설 2,000,000,000원

500 보조금 94,316,719 2,04094,318,759

510 국고보조금등 94,316,719 2,04094,318,759

511 국고보조금등 94,316,719 2,04094,318,759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880,719 2,04017,882,759

2,04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2,040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40,000원

30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43,598,248 19,490,0001,063,088,248

500 보조금 273,850 19,490,00019,763,850

510 국고보조금등 273,850 19,490,00019,763,850

511 국고보조금등 273,850 19,490,00019,763,850

01 국고보조금 273,850 19,490,00019,763,850

19,490,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19,490,000ㅇ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19,490,000,000원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여성가족정책실 2,740,697,566 2,740,523,190 174,376

(X986,575,546) (X986,401,170) (X174,37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부서 : 39,396,143 39,253,267 142,876

(X12,742,577) (X12,599,701) (X142,876)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정책 : 38,988,873 38,845,997 142,876

(X12,742,577) (X12,599,701) (X142,876)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38,988,873 38,845,997 142,876

(X12,742,577) (X12,599,701) (X142,876)

단위 :

(일반회계)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3,441,783 3,418,083 23,700

(X889,259) (X865,559) (X23,7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3,700

23,700,000원 = 23,700(X23,700)ㅇ 성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36,914 335,414 1,500

(X171,879) (X170,379) (X1,5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500

1,500,000원 = 1,500(X1,500)ㅇ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2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483,214 2,379,862 103,352

(X928,288) (X824,936) (X103,352)

(100-307-05) 민간위탁금 6,402

6,402,000 = 6,402(X6,402)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1,950

31,950,000원 = 31,950(X31,950)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65,000

65,000,000원 = 65,000(X65,000)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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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14,324 0 14,324

(X14,324) (X14,324)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4,324

14,324,000원 = 14,324(X14,324)ㅇ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13개소)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636,384,198 636,357,198 27,000

(X324,754,620) (X324,727,620) (X27,000)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635,994,416 635,967,416 27,000

(X324,754,620) (X324,727,620) (X27,000)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43,029,499 143,002,499 27,000

(X15,135,611) (X15,108,611) (X27,000)

단위 :

(일반회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806,746 2,779,746 27,000

(X1,391,873) (X1,364,873) (X27,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7,000

27,000,000원 = 27,000(X27,000)ㅇ 민간아동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부서 : 24,712,055 24,707,555 4,500

(X5,324,553) (X5,320,053) (X4,500)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정책 : 24,656,592 24,652,092 4,500

(X5,324,553) (X5,320,053) (X4,500)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16,478,916 16,474,416 4,500

(X5,324,553) (X5,320,053) (X4,500)

단위 :

(일반회계)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 7,837,286 7,832,786 4,500

(X3,828,393) (X3,823,893) (X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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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500

4,500,000원 = 4,500(X4,500)ㅇ 한국어교육 운영(2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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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 531,429,176 531,426,176 3,000

(X19,129,541) (X19,126,541) (X3,00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부서 : 18,494,232 18,491,232 3,000

(X3,770,637) (X3,767,637) (X3,000)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정책 : 14,269,125 14,266,125 3,000

(X245,159) (X242,159) (X3,000)

도시농업육성 지원 14,269,125 14,266,125 3,000

(X245,159) (X242,159) (X3,000)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61,000 58,000 3,000

(X61,000) (X58,000) (X3,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

3,000,000원 = 3,000(X3,000)ㅇ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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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2,659,947,643 2,659,258,843 688,800

(X101,069,359) (X100,380,559) (X688,800)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부서 : 359,697,436 359,008,636 688,800

(X2,288,790) (X1,599,990) (X688,800)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정책 : 359,278,022 358,589,222 688,800

(X2,288,790) (X1,599,990) (X688,800)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359,278,022 358,589,222 688,800

(X2,288,790) (X1,599,990) (X688,8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장애인콜택시 운영 47,776,681 47,087,881 688,800

(X1,444,800) (X756,000) (X688,800)

(202-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88,800

688,800,000원 = 688,800(X688,800)ㅇ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대폐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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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577,642,085 577,612,085 30,000

(X122,614,327) (X122,584,327) (X3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부서 : 191,314,842 191,294,842 20,000

(X80,784,041) (X80,764,041) (X20,0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189,511,904 189,491,904 20,000

(X80,239,376) (X80,219,376) (X20,000)

문화재 보존 복원 39,785,322 39,765,322 20,000

(X17,054,944) (X17,034,944) (X20,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20,000 0 20,000

(X20,000) (X2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

20,000,000원 = 20,000(X20,000)ㅇ 서울 고종어극 40년 칭경기념비 긴급보수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부서 : 8,685,460 8,675,460 10,000

(X4,576,100) (X4,566,100) (X10,000)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정책 : 8,525,019 8,515,019 10,000

(X4,576,100) (X4,566,100) (X10,000)

한양도성 보존·정비 6,965,919 6,955,919 10,000

(X4,401,100) (X4,391,100) (X10,000)

단위 :

(일반회계)

한양도성 긴급보수 10,000 0 10,000

(X10,000) (X10,000)

(100-401-01) 시설비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백악구간 성곽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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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안전총괄실 1,159,121,266 1,156,721,266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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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6,763,840) (소6,763,84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부서 : 2,629,221 2,229,221 400,000

(X104,875) (X104,875)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정책 : 2,593,705 2,193,705 400,000

(X104,875) (X104,875)

재난상황관리 2,593,705 2,193,705 400,000

(X104,875) (X104,875)

단위 :

(일반회계)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수습 복구 가상훈련
장 설치

400,000 0 400,000

(100-401-01) 시설비 400,000

400,000,000원 = 400,000ㅇ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부스 6개 설치 등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부서 : 501,251,347 499,251,347 2,000,000

(X3,957,000) (X3,957,000)

도로 건설정책 : 501,094,851 499,094,851 2,000,000

(X3,957,000) (X3,957,000)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296,263,851 294,263,851 2,000,000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양천횡단 연결로(보도교) 신설 4,200,000 2,200,000 2,000,000

(205-401-01) 시설비 2,000,000

2,000,000,000원 = 2,000,000ㅇ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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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총괄실



푸른도시국 1,329,072,866 1,329,070,826 2,040

(X26,773,768) (X26,771,728) (X2,04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87,940,899 87,938,859 2,040

(X3,687,259) (X3,685,219) (X2,04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87,504,235 87,502,195 2,040

(X3,687,259) (X3,685,219) (X2,040)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
계)

50,297,198 50,295,158 2,040

(X2,961,759) (X2,959,719) (X2,040)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961,759 2,959,719 2,040

(X2,961,759) (X2,959,719) (X2,040)

(205-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40

2,040,000원 = 2,040(X2,040)

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종로구 등 3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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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1,292,262,878 1,272,772,878 19,490,000

(X57,814,769) (X38,324,769) (X19,490,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부서 : 570,516,850 551,026,850 19,490,000

(X19,496,000) (X6,000) (X19,490,000)

하수시설 관리정책 : 532,673,580 513,183,580 19,490,000

(X19,490,000) (X19,490,000)

도로함몰 예방사업 119,490,000 100,000,000 19,490,000

(X19,490,000) (X19,490,000)

단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119,490,000 100,000,000 19,490,000

(X19,490,000) (X19,490,000)

(303-401-01) 시설비 19,490,000

19,490,000,000원 = 19,490,000(X19,490,000)ㅇ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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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615,575,628 614,575,628 1,000,000

(X15,496,000) (X14,496,000) (X1,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예산과부서 : 615,575,628 614,575,628 1,000,000

(X15,496,000) (X14,496,000) (X1,000,000)

신교통수단 도입정책 : 107,558,576 106,558,576 1,000,000

(X15,496,000) (X14,496,000) (X1,000,000)

경전철 건설사업 107,558,576 106,558,576 1,000,000

(X15,496,000) (X14,496,000) (X1,000,000)

단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61,248,000 60,248,000 1,000,000

(X14,996,000) (X13,996,000) (X1,000,000)

(201-401-01) 시설비 1,000,000

1,000,000,000원 = 1,000,000(X1,000,000)ㅇ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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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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