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14차 간주예산

 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26,912,523,016 5,933,61526,918,456,631

500 보조금 4,607,442,870 5,933,6154,613,376,485

510 국고보조금등 4,607,442,870 5,933,6154,613,376,485

511 국고보조금등 4,607,442,870 5,933,6154,613,376,485

01 국고보조금 4,281,710,439 1,093,6984,282,804,137

297,338<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176,956ㅇ 장애수당-기초 176,956,000원

120,332ㅇ 장애수당-차상위 120,332,000원

50ㅇ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50,000원

670,75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670,750ㅇ 전기차 보급 670,750,000원

93,710<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93,710ㅇ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93,710,000원

31,9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31,900ㅇ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31,900,000원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1,812,513 89,91781,902,430

89,917<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89,917ㅇ 소규모 재생사업 89,917,000원

03 기금 243,919,918 4,750,000248,669,918

4,75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1,000,000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동구 해공)건립 지원 1,000,000,000원

1,000,000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서초구)건립 지원 1,000,000,000원

750,000ㅇ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750,000,000원

1,000,000
ㅇ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영등포구)

1,000,000,000원

1,000,000
ㅇ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묵2동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중랑구)

1,00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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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2,419,008,121 4,934,6392,423,942,760

500 보조금 569,096,779 4,934,639574,031,418

510 국고보조금등 569,096,779 4,934,639574,031,418

511 국고보조금등 569,096,779 4,934,639574,031,418

03 기금 540,360,779 4,934,639545,295,418

4,839,27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3,825,00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3,825,000,000원

951,320ㅇ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경상보조 지원 951,320,000원

62,951ㅇ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62,951,000원

95,36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95,368ㅇ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95,368,000원

30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74,926,248 13,0001,074,939,248

500 보조금 31,601,850 13,00031,614,850

510 국고보조금등 31,601,850 13,00031,614,850

511 국고보조금등 31,601,850 13,00031,614,850

01 국고보조금 31,601,850 13,00031,614,850

13,00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3,000ㅇ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3,000,000원

6,000ㅇ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6,000,000원

4,000ㅇ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4,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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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7,020,114,597 7,019,817,259 297,338

(X3,420,574,933) (X3,420,277,595) (X297,338)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682,953,217 682,655,879 297,338

(X282,304,031) (X282,006,693) (X297,338)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682,797,062 682,499,724 297,338

(X282,304,031) (X282,006,693) (X297,33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653,351,457 653,054,119 297,338

(X282,220,065) (X281,922,727) (X297,338)

단위 :

(일반회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8,356,750 18,356,700 50

(X9,178,400) (X9,178,350) (X5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

50,000원 = 50(X50)ㅇ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장애수당-기초 18,680,000 18,503,044 176,956

(X9,553,000) (X9,376,044) (X176,956)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76,956

176,956,000원 = 176,956(X176,956)ㅇ 장애수당 - 기초

장애수당-차상위 등 11,152,000 11,031,668 120,332

(X5,741,000) (X5,620,668) (X120,332)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0,332

120,332,000원 = 120,332(X120,332)ㅇ 장애수당 - 차상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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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기후환경본부 748,023,766 747,353,016 670,750

(X255,060,774) (X254,390,024) (X670,75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부서 : 213,719,498 213,048,748 670,750

(X115,856,750) (X115,186,000) (X670,750)

기후변화 총괄 대응정책 : 213,666,459 212,995,709 670,750

(X115,856,750) (X115,186,000) (X670,750)

친환경차량 보급 204,316,856 203,646,106 670,750

(X114,028,750) (X113,358,000) (X670,750)

단위 :

(일반회계)

전기차 보급 177,897,125 177,226,375 670,750

(X99,878,750) (X99,208,000) (X670,75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70,750

670,750,000원 = 670,750(X670,750)ㅇ 전기차 민간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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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관광체육국 312,587,808 307,837,808 4,750,000

(X52,845,218) (X48,095,218) (X4,75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62,502,091 57,752,091 4,750,000

(X35,676,057) (X30,926,057) (X4,750,00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정책 : 62,233,134 57,483,134 4,750,000

(X35,676,057) (X30,926,057) (X4,750,000)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41,466,640 36,716,640 4,750,000

(X31,020,840) (X26,270,840) (X4,750,000)

단위 :

(일반회계)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
센터)

750,000 0 750,000

(X750,000) (X7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50,000

750,000,000원 = 750,000(X750,000)

ㅇ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
립, 영등포구)

1,000,000 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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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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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영등포구)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묵2동 문화체육 복합센
터, 중랑구)

1,000,000 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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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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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묵2동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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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서초구) 건립 지원 1,000,000 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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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1,000,000,000원 = 1,000,000(X1,000,000)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서초구)건립 지원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동구 해공) 건립 지원 1,000,000 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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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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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동구 해공)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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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도시재생실 1,661,924,764 1,661,834,847 89,917

(X39,331,917) (X39,242,000) (X89,917)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부서 : 18,609,275 18,519,358 89,917

(X4,670,917) (X4,581,000) (X89,917)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정책 : 13,889,769 13,799,852 89,917

(X1,970,917) (X1,881,000) (X89,917)

도시재생연구 4,855,958 4,766,041 89,917

(X1,808,917) (X1,719,000) (X89,917)

단위 :

(일반회계)

소규모 재생사업 89,917 0 89,917

(X89,917) (X89,917)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9,917

89,917,000원 = 89,917(X89,917)ㅇ 소규모 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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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2,893,572,822 2,888,544,473 5,028,349

(X809,162,029) (X804,133,680) (X5,028,349)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부서 : 1,542,955,369 1,542,860,001 95,368

(X623,566,162) (X623,470,794) (X95,368)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1,389,641,124 1,389,545,756 95,368

(X623,566,162) (X623,470,794) (X95,368)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547,910,949 547,815,581 95,368

(X50,072,645) (X49,977,277) (X95,368)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395,674,563 395,579,195 95,368

(X32,080,859) (X31,985,491) (X95,368)

(20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5,368

95,368,000원 = 95,368(X95,368)ㅇ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부서 : 4,172,237 4,078,527 93,710

(X240,410) (X146,700) (X93,710)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정책 : 4,163,332 4,069,622 93,710

(X240,410) (X146,700) (X93,710)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4,163,332 4,069,622 93,710

(X240,410) (X146,700) (X93,710)

단위 :

(일반회계)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13,710 20,000 93,710

(X93,710) (X93,71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3,710

93,710,000원 = 93,710(X93,710)ㅇ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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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본부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부서 : 478,889,154 474,049,883 4,839,271

(X153,450,275) (X148,611,004) (X4,839,271)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 : 477,061,725 472,222,454 4,839,271

(X153,450,275) (X148,611,004) (X4,839,27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308,752,588 303,913,317 4,839,271

(X103,718,748) (X98,879,477) (X4,839,271)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경상보조 지원 4,756,600 3,805,280 951,320

(X4,756,600) (X3,805,280) (X951,320)

(204-309-01)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951,320

951,320,000원 = 951,320(X951,320)ㅇ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지원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102,425,000 98,600,000 3,825,000

(X34,425,000) (X30,600,000) (X3,825,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3,825,000

3,825,000,000원 = 3,825,000(X3,825,00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15,105,334 15,042,383 62,951

(X5,587,658) (X5,524,707) (X62,951)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62,951

62,951,000원 = 62,951(X62,951)ㅇ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건설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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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1,329,112,766 1,329,080,866 31,900

(X26,813,668) (X26,781,768) (X31,9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87,972,799 87,940,899 31,900

(X3,719,159) (X3,687,259) (X31,9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87,536,135 87,504,235 31,900

(X3,719,159) (X3,687,259) (X31,900)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33,672,145 33,640,245 31,900

(X757,400) (X725,500) (X31,900)

단위 :

(일반회계)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681,900 650,000 31,900

(X681,900) (X650,000) (X31,900)

(100-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1,900

31,900,000원 = 31,900(X31,900)ㅇ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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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1,304,113,878 1,304,100,878 13,000

(X69,665,769) (X69,652,769) (X13,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부서 : 293,595,785 293,592,785 3,000

(X276,850) (X273,850) (X3,000)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정책 : 293,533,621 293,530,621 3,000

(X276,850) (X273,850) (X3,000)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195,817,771 195,814,771 3,000

(X3,000) (X3,000)

단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72,118,612 72,115,612 3,000

(X3,000) (X3,000)

(303-307-05) 민간위탁금 3,000

3,000,000원 = 3,000(X3,000)ㅇ 정산비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부서 : 125,804,690 125,798,690 6,000

(X6,000) (X6,000)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정책 : 110,310,518 110,304,518 6,000

(X6,000) (X6,000)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110,310,518 110,304,518 6,000

(X6,000) (X6,000)

단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49,528,397 49,522,397 6,000

(X6,000) (X6,000)

(303-206-01) 재료비 6,000

6,000,000원 = 6,000(X6,000)ㅇ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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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부서 : 74,099,399 74,095,399 4,000

(X4,000) (X4,000)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정책 : 63,366,670 63,362,670 4,000

(X4,000) (X4,000)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63,366,670 63,362,670 4,000

(X4,000) (X4,000)

단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26,387,470 26,383,470 4,000

(X4,000) (X4,000)

(303-206-01) 재료비 4,000

4,000,000원 = 4,000(X4,000)ㅇ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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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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