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재정투융자기금)

(단위:원)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사업비 부족액 지원

   나. 변경요지   :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85,200백만원, 31,144백만원 회수 및 지원
예치금 증가분 184,723백만원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562,244,648,000 863,311,751,000 301,067,103,000 5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562,244,648,000 863,311,751,000 301,067,103,000 54%

일반공공행정 562,244,648,000 863,311,751,000 301,067,103,000 54%

재정ㆍ금융 562,244,648,000 863,311,751,000 301,067,103,000 54%

재무활동(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562,244,648,000 863,311,751,000 301,067,103,000 54%

내부거래지출(재정투융자기금) 204,516,573,000 320,860,573,000 116,344,000,000 57%

기금.특별회계융자지원 204,516,573,000 320,860,573,000 116,344,000,000 57%

501 융자금 85,200,000,000 85,200,000,000

501-03 공사ㆍ공단등융자금 85,200,000,000 85,200,000,000 2018.12.14 공사공단 융지금 지원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04,516,573,000 235,660,573,000 31,144,000,000 15%

705-01 예수금원금상환 204,516,573,000 235,660,573,000 31,144,000,000 15% 2018.12.26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증가

보전지출(재정투융자기금) 357,728,075,000 542,451,178,000 184,723,103,000 52%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여유자금 예치 357,728,075,000 542,451,178,000 184,723,103,000 52%

602 예치금 357,728,075,000 542,451,178,000 184,723,103,000 52%

602-01 예치금 357,728,075,000 542,451,178,000 184,723,103,000 52% 2018.12.26 예치금 증가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변경 필요

   나. 변경요지   : 긴급자영업자금의 조기소진에 다른 융자금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207,365,937,000 329,712,652,000 122,346,715,000 5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7,365,937,000 329,712,652,000 122,346,715,000 59%

산업ㆍ중소기업 207,365,937,000 329,712,652,000 122,346,715,000 59%

산업금융지원 207,365,937,000 329,712,652,000 122,346,715,000 59%

중소기업 금융지원 200,000,000,000 215,000,000,000 15,000,000,000 7%

중소기업금융지원 200,000,000,000 215,000,000,000 15,000,000,000 7%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000,000 215,000,000,000 15,000,000,000 7%

501 융자금 200,000,000,000 215,000,000,000 15,000,000,000 7%

501-01 민간융자금 200,000,000,000 215,000,000,000 15,000,000,000 7% 2018.07.19 융자금 지원규모 확대(긴급자영업자금)

재무활동(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7,365,937,000 114,712,652,000 107,346,715,000 1457%

내부거래지출 2,880,731,000 2,880,73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880,731,000 2,880,731,0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2,880,731,000 2,880,731,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701-01 기타회계전출금 2,880,731,000 2,880,731,000 2018.10.25
조례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분리

보전지출 7,365,937,000 111,831,921,000 104,465,984,000 1418%

여유자금 예치 7,365,937,000 111,831,921,000 104,465,984,000 1418%

602 예치금 7,365,937,000 111,831,921,000 104,465,984,000 1418%

602-01 예치금 7,365,937,000 111,831,921,000 104,465,984,000 1418% 2018.02.09
'17년 결산결과 반영 예치금 회수 증가로 인한 
시금고 예치금 변동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시스템(평가비, 청구방법)미비로 업무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초 추진계획 변경

   나. 변경요지   : 당초 계획되었던 평가기관 및 평가단 회의를 사업기간 부족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음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05,000,000 55,000,000 △50,000,000 △4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05,000,000 55,000,000 △50,000,000 △48%

보건 105,000,000 55,000,000 △50,000,000 △48%

식품의약안전 105,000,000 55,000,000 △50,000,000 △48%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105,000,000 55,000,000 △50,000,000 △48%

식품안전관리사업 105,000,000 55,000,000 △50,000,000 △48%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105,000,000 55,000,000 △50,000,000 △48%

201 일반운영비 105,000,000 55,000,000 △50,000,000 △48%

201-01 사무관리비 105,000,000 55,000,000 △50,000,000 △48% 2018.07.16
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초 
추진계획 변경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 추가

   나. 변경요지   : 미세먼지 저감 사업 증가 및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융자지원을 서울에너지공사 융자지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통계목 변경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8,942,763,000 50,514,153,000 31,571,390,000 16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8,942,763,000 50,514,153,000 31,571,390,000 167%

환경보호 18,942,763,000 50,514,153,000 31,571,390,000 167%

대기 12,042,763,000 43,444,153,000 31,401,390,000 261%

일반예산(재무활동) 12,042,763,000 43,444,153,000 31,401,390,000 261%

보전지출 12,042,763,000 43,444,153,000 31,401,390,000 261%

여유자금 예치 12,042,763,000 43,444,153,000 31,401,390,000 261%

602 예치금 12,042,763,000 43,444,153,000 31,401,390,000 261%

602-01 예치금 12,042,763,000 43,444,153,000 31,401,390,000 261% 2018.08.27 전입금 및 여유자금 예치

환경보호일반 6,900,000,000 7,070,000,000 170,000,000 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6,900,000,000 7,070,000,000 170,000,000 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민간부문) 6,900,000,000 7,000,000,000 100,000,000 1%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000,000 900,000,000 100,000,000 13%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7 민간이전 800,000,000 900,000,000 100,000,000 13%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0,000 900,000,000 100,000,000 13% 2018.09.18 누적설비용량 증가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6,100,000,000 6,100,000,000

501 융자금 6,100,000,000 6,100,000,000

501-01 민간융자금 6,100,000,000 △6,100,000,000 △100% 2018.03.28 통계목 변경

501-03 공사ㆍ공단등융자금 6,100,000,000 6,100,000,000 2018.03.28 통계목 변경

에너지합리화사업(민간부문) 70,000,000 70,000,000

도로분집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50,000,000 50,000,000

201 일반운영비 10,000,000 10,000,000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10,000,000 2018.03.28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405 자산취득비 40,000,000 40,00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00 40,000,000 2018.03.28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추진
20,000,000 20,000,000

201 일반운영비 20,000,000 20,000,000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 20,000,000 2018.09.18 온실가스 감축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사회투자기금)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7년 결산 결과 이월예치금 반영

   나. 변경요지   : 예치금 회수 증가로 인한 시금고 예치금 변동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2,644,970,000 5,871,528,000 3,226,558,000 12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644,970,000 5,871,528,000 3,226,558,000 122%

산업ㆍ중소기업 2,644,970,000 5,871,528,000 3,226,558,000 122%

산업진흥ㆍ고도화 2,644,970,000 5,871,528,000 3,226,558,000 122%

재무활동(사회투자기금) 2,644,970,000 5,871,528,000 3,226,558,000 122%

보전지출 2,644,970,000 5,871,528,000 3,226,558,000 122%

여유자금 예치 2,644,970,000 5,871,528,000 3,226,558,000 122%

602 예치금 2,644,970,000 5,871,528,000 3,226,558,000 122%

602-01 예치금 2,644,970,000 5,871,528,000 3,226,558,000 122% 2018.02.07
2017년 결산 결과 이월예치금(사고이월 등) 
반영으로 인한 예치금 회수 증가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수입(원인자부담금) 및 지출(직접복구공사비) 증가
수입(예치금 이월액) 및 지출(사후정비비, 감독업무비, 시스템유지비) 감소

   나. 변경요지   : 10/22
원인자부담금 및 직접복구공사비 증가 : 6,675백만원
사후정비비, 감독업무비, 시스템유지비 감소 : 1,127백만원
예치금 이월액 감소 : 169백만원
12/13
원인자부담금 및 직접복구공사비 증가 : 616백만원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38,343,990,000 44,677,000,000 6,333,010,000 17%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38,343,990,000 44,677,000,000 6,333,010,000 17%

수송및교통 38,343,990,000 44,677,000,000 6,333,010,000 17%

도로 38,343,990,000 44,677,000,000 6,333,010,000 17%

도로시설물 관리 25,263,998,000 31,428,000,000 6,164,002,000 24%

도로굴착 복구 25,263,998,000 31,428,000,000 6,164,002,000 24%

도로굴착복구공사 25,074,000,000 31,283,000,000 6,209,000,000 25%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74,000,000 31,283,000,000 6,209,000,000 25%

401-01 시설비 23,574,000,000 29,310,000,000 5,736,000,000 24% 2018.10.22 직접복구공사비 증액, 사후정비비 감액

401-01 시설비 29,310,000,000 29,926,000,000 616,000,000 2% 2018.12.13
지하매설물 굴착복구 수요 증가에 따른 관리청 
복구량 증가

401-02 감리비 1,500,000,000 1,357,000,000 △143,000,000 △10% 2018.10.22 감독업무비 지출 감액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189,998,000 145,000,000 △44,998,000 △24%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201 일반운영비 189,998,000 145,000,000 △44,998,000 △24%

201-02 공공운영비 189,998,000 145,000,000 △44,998,000 △24% 2018.10.22 굴착복구시스템유지비 지출 감액

재무활동(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13,079,992,000 13,249,000,000 169,008,000 1%

보전지출 13,079,992,000 13,249,000,000 169,008,000 1%

여유자금예치(도로굴착복구기금) 13,079,992,000 13,249,000,000 169,008,000 1%

602 예치금 13,079,992,000 13,249,000,000 169,008,000 1%

602-01 예치금 13,079,992,000 13,249,000,000 169,008,000 1% 2018.10.22 2017회계연도 정산 결과 반영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성평등기금)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및 신규사업 추가반영을 위한 기금계획 변경

   나. 변경요지   : 2017회계연도 성평등기금 결산결과 따른 예치금 변동(57백만원 증액) 및 성평등 정책 수요증가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100백만원 증액)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064,279,000 1,221,520,000 157,241,000 1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064,279,000 1,221,520,000 157,241,000 15%

사회복지 1,064,279,000 1,221,520,000 157,241,000 15%

보육ㆍ가족및여성 1,064,279,000 1,221,520,000 157,241,000 15%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900,000,000 1,000,000,000 100,000,000 11%

여성 권익증진 사업 900,000,000 1,000,000,000 100,000,000 11%

공모사업 추진 900,000,000 1,000,000,000 100,000,000 11%

307 민간이전 900,000,000 1,000,000,000 100,000,000 11%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0,000 1,000,000,000 100,000,000 11% 2018.07.30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등 서울 
위드유프로젝트 추진

일반예산(재무활동) 164,279,000 221,520,000 57,241,000 35%

보전지출 164,279,000 221,520,000 57,241,000 35%

여유자금예치(성평등기금) 164,279,000 221,520,000 57,241,000 35%

602 예치금 164,279,000 221,520,000 57,241,000 35%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602-01 예치금 164,279,000 221,520,000 57,241,000 35% 2018.10.24 수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금고 예치금 증가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예상액 변경에 따른 기금 변경

   나. 변경요지   :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증가로 인한 기금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5,429,872,000 5,429,872,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5,429,872,000 5,429,872,000

환경보호 5,429,872,000 5,429,872,000

폐기물 5,429,872,000 5,429,872,00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110,040,000 183,280,000 73,240,000 67%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10,040,000 183,280,000 73,240,000 67%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10,040,000 183,280,000 73,240,000 67%

307 민간이전 110,040,000 183,280,000 73,240,000 67%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40,000 183,280,000 73,240,000 67% 2018.10.19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증가

일반예산(재무활동) 5,319,832,000 5,246,592,000 △73,240,000 △1%

보전지출 5,319,832,000 5,246,592,000 △73,240,000 △1%

여유자금 예치 5,319,832,000 5,246,592,000 △73,240,000 △1%

602 예치금 5,319,832,000 5,246,592,000 △73,240,000 △1%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602-01 예치금 5,319,832,000 5,246,592,000 △73,240,000 △1% 2018.10.19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치금 
감소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나. 변경요지   : 2018회계연도 지출 계획(예치금)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9,014,706,000 9,256,906,000 242,200,000 3%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9,014,706,000 9,256,906,000 242,200,000 3%

사회복지 9,014,706,000 9,256,906,000 242,200,000 3%

취약계층지원 9,014,706,000 9,256,906,000 242,200,000 3%

일반예산(재무활동) 9,014,706,000 9,256,906,000 242,200,000 3%

보전지출 9,014,706,000 9,256,906,000 242,200,000 3%

여유자금예치(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9,014,706,000 9,256,906,000 242,200,000 3%

602 예치금 9,014,706,000 9,256,906,000 242,200,000 3%

602-01 예치금 9,014,706,000 9,256,906,000 242,200,000 3% 2018.05.18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8년 예치금 변동 내역 반영

   나. 변경요지   : 2018년 예치금 변동 내역 반영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2,246,339,000 3,514,166,000 1,267,827,000 56%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2,246,339,000 3,514,166,000 1,267,827,000 56%

사회복지 2,241,339,000 3,509,166,000 1,267,827,000 57%

취약계층지원 2,241,339,000 3,509,166,000 1,267,827,000 57%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1,177,480,000 1,177,480,000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1,177,480,000 1,177,480,000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80,000,000 80,000,000

307 민간이전 80,000,000 80,000,000

307-05 민간위탁금 80,000,000 80,000,000

자활교육훈련 64,000,000 64,000,000

307 민간이전 64,000,000 64,000,000

307-05 민간위탁금 64,000,000 64,000,000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553,480,000 553,48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7 민간이전 553,480,000 553,480,000

307-05 민간위탁금 553,480,000 553,480,000

자활유통활성화 60,000,000 60,000,000

307 민간이전 60,000,000 60,000,000

307-05 민간위탁금 60,000,000 60,000,000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300,000,000 300,000,000

501 융자금 300,000,000 300,000,000

501-01 민간융자금 300,000,000 300,000,000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120,000,000 120,000,000

307 민간이전 120,000,000 120,000,000

307-05 민간위탁금 120,000,000 120,000,000

일반예산(재무활동) 1,063,859,000 2,331,686,000 1,267,827,000 119%

보전지출(자활지원과) 1,063,859,000 2,331,686,000 1,267,827,000 119%

여유자금 예치 1,063,859,000 2,331,686,000 1,267,827,000 119%

602 예치금 1,063,859,000 2,331,686,000 1,267,827,000 119%

602-01 예치금 1,063,859,000 2,331,686,000 1,267,827,000 119% 2018.05.21 2018년 예치금 변동 내역 반영

기타 5,000,000 5,000,000

기타 5,000,000 5,000,0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자활지원과) 5,000,000 5,000,000

기본경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5,000,000 5,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기금관리비 5,000,000 5,000,000

201 일반운영비 5,000,000 5,000,000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5,000,000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중앙주거복지센터 신규위탁으로 인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증액 및 그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금 감액

   나. 변경요지   :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증액 및 여유자금 예치금 감소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8,536,532,000 8,536,532,0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8,536,532,000 8,536,532,000

사회복지 8,536,532,000 8,536,532,000

주택 8,536,532,000 8,536,532,000

일반예산(재무활동) 6,286,532,000 5,541,532,000 △745,000,000 △12%

보전지출(주택정책과) 6,286,532,000 5,541,532,000 △745,000,000 △12%

여유자금 예치 6,286,532,000 5,541,532,000 △745,000,000 △12%

602 예치금 6,286,532,000 5,541,532,000 △745,000,000 △12%

602-01 예치금 6,286,532,000 5,541,532,000 △745,000,000 △12% 2018.05.21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증액으로 인한 여유자금 감소

주거복지 수준 제고 2,250,000,000 2,995,000,000 745,000,000 33%

주거복지센터 운영 2,250,000,000 2,995,000,000 745,000,000 33%

주거복지센터 운영 2,250,000,000 2,995,000,000 745,000,000 33%

307 민간이전 2,250,000,000 2,995,000,000 745,000,000 33%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7-05 민간위탁금 2,250,000,000 2,995,000,000 745,000,000 33% 2018.05.21 중앙주거복지센터 신규 위탁으로 인한 운영비 증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체육진흥 관련 신규, 증액 사업 반영 및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

   나. 변경요지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등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추가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4,470,044,000 4,470,044,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470,044,000 4,470,044,000

문화및관광 4,470,044,000 4,470,044,000

체육 4,470,044,000 4,470,044,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50,000,000 265,000,000 215,000,000 430%

전문체육 육성(체육진흥기금) 50,000,000 265,000,000 215,000,000 43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 개최 

50,000,000 60,000,000 10,000,000 20%

201 일반운영비 50,000,000 60,000,000 10,000,000 20%

201-03 행사운영비 50,000,000 60,000,000 10,000,000 20% 2018.08.31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행사시 홍보영상물 상영 
및 예술공연 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양궁장 휠체어 진입로 
확보

20,000,000 20,000,000

307 민간이전 20,000,000 2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 20,000,000 2018.08.31
장애인선수 공동사용을 위한 휠체어 진입로 및 
편의시설 조성 예산 편성

88올림픽 30주년 기념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지원

10,000,000 10,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7 민간이전 10,000,000 1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 10,000,000 2018.08.31
2018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참가자를 위한 부대행사 지원 예산 편성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100,000,000 100,000,000

307 민간이전 100,000,000 10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100,000,000 2018.08.31
테니스 여자 일반부 팀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수립 
용역

50,000,000 50,000,000

201 일반운영비 50,000,000 50,000,000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50,000,000 2018.08.31
서울시 전문체육시설 현황조사 및 수요분석을 위한 
예산 편성

제100회 전국체전 시민위원회 발족식 개최 25,000,000 25,000,000

201 일반운영비 25,000,000 25,000,000

201-03 행사운영비 25,000,000 25,000,000 2018.08.31
제100회 전국체전 시민위원회 구성 및 발족식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

일반예산(재무활동) 4,420,044,000 4,205,044,000 △215,000,000 △5%

보전지출 4,420,044,000 4,205,044,000 △215,000,000 △5%

여유자금 예치 4,420,044,000 4,205,044,000 △215,000,000 △5%

602 예치금 4,420,044,000 4,205,044,000 △215,000,000 △5%

602-01 예치금 4,420,044,000 4,205,044,000 △215,000,000 △5% 2018.08.31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감채기금)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7 회계연도 결산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액 증가 및 지하철 건설채무 상환

   나. 변경요지   : 예치금 6,116억원 증가 및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700억 증가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325,000,000 681,925,478,000 681,600,478,000 209723%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325,000,000 681,925,478,000 681,600,478,000 209723%

일반공공행정 325,000,000 681,925,478,000 681,600,478,000 209723%

재정ㆍ금융 325,000,000 681,925,478,000 681,600,478,000 209723%

재무활동 325,000,000 681,925,478,000 681,600,478,000 209723%

내부거래지출(감채기금)지출 70,000,000,000 70,000,000,000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70,000,000,000 70,000,000,000

601 차입금원금상환 70,000,000,000 70,000,000,000

601-04 지방채증권원금상환 70,000,000,000 70,000,000,000 2018.09.28 지하철 9호선 3단계 등의 채무상환

보전지출(감채기금) 325,000,000 611,925,478,000 611,600,478,000 188185%

여유자금 예치(감채기금) 325,000,000 611,925,478,000 611,600,478,000 188185%

602 예치금 325,000,000 611,925,478,000 611,600,478,000 188185%

602-01 예치금 325,000,000 611,925,478,000 611,600,478,000 188185% 2018.09.28 2017 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적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당초계획에 대한 실 사용액 정산반영

   나. 변경요지   : 미세먼지에 의한 재난기금 긴급사용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86,895,850,000 86,895,850,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86,895,850,000 86,895,850,000

국토및지역개발 86,895,850,000 86,895,850,000

수자원 86,895,850,000 86,895,850,000

치수 및 하천관리 86,895,850,000 86,895,850,000

치수사업 86,895,850,000 86,895,850,000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86,595,850,000 85,895,850,000 △700,000,000 △1%

201 일반운영비 3,640,000,000 5,098,000,000 1,458,000,000 40%

201-01 사무관리비 3,640,000,000 4,758,710,000 1,118,710,000 31% 2018.11.26 어린이집 보건 마스크 보급

201-02 공공운영비 339,290,000 339,290,000 2018.06.04 화재안전특별조사

307 민간이전 10,000,000 1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 10,000,000 2018.11.26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82,955,850,000 73,640,850,000 △9,315,000,000 △11%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401-01 시설비 82,955,850,000 73,620,850,000 △9,335,000,000 △11% 2018.11.26
어린이집 보건마스크 보급,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시설비 감액

401-02 감리비 20,000,000 20,000,000 2018.03.05 성동구 보건소 청사보수

402 민간자본이전 2,960,000,000 2,960,000,000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960,000,000 2,960,000,000 2018.03.05 서남 및 탄천물재생센터 인양기/펌프 교체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187,000,000 4,187,000,000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187,000,000 4,187,000,000 2018.09.18 동부간선도로 침수대비 긴급안전대책 추진

연구용역(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00,000,000 1,000,000,000 700,000,000 233%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000 1,000,000,000 700,000,000 233%

401-01 시설비 300,000,000 1,000,000,000 700,000,000 233% 2018.03.05 서울시 방재성능 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어르신,노숙인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및 자연재난(호우) 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 등

   나. 변경요지   :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창고 보수보강공사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지원
 자연재난(호우) 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재난지원금 등) 및 소상공인 상가 긴급복구비 지원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210,002,139,000 210,744,539,000 742,400,000 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10,002,139,000 210,744,539,000 742,400,000 0%

공공질서및안전 1,850,750,000 4,934,266,000 3,083,516,000 167%

재난방재ㆍ민방위 1,850,750,000 4,934,266,000 3,083,516,000 167%

이재민 구호지원 1,850,750,000 4,934,266,000 3,083,516,000 167%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1,850,750,000 4,934,266,000 3,083,516,000 167%

이재민 재해보상 335,000,000 2,047,774,000 1,712,774,000 511%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35,000,000 247,289,000 △87,711,000 △26%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35,000,000 247,289,000 △87,711,000 △26% 2018.10.23
자치구 선지급분(응급구호비상가 긴급복구비) 
보전 위해 통계목 변경

308 자치단체등이전 1,800,485,000 1,800,485,0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485,000 1,800,485,000 2018.11.08
재난지원금(국시비) 자치구 교부를 위한 편성목 
신설 및 사업비 증액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50,000,000 1,284,900,000 934,900,000 267%

307 민간이전 350,000,000 1,250,000,000 900,000,000 257%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7-01 의료및구료비 350,000,000 1,250,000,000 900,000,000 257% 2018.03.05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 및 서울시 
재해구호물자창고 보수보강공사

308 자치단체등이전 34,900,000 34,900,0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900,000 34,900,000 2018.11.08
국고보조금 자치구 교부를 위한 편성목 신설 및 
사업비 증액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165,750,000 1,601,592,000 435,842,000 37%

307 민간이전 1,165,750,000 1,428,342,000 262,592,000 23%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165,750,000 1,428,342,000 262,592,000 23% 2018.08.22 무더위쉼터 확대지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173,250,000 173,250,0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3,250,000 173,250,000 2018.08.22
무더위쉼터 확대지원(학교시설)을 위한 편성목 
신설 및 사업비 증액

사회복지 208,151,389,000 205,810,273,000 △2,341,116,000 △1%

취약계층지원 208,151,389,000 205,810,273,000 △2,341,116,000 △1%

재무활동(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208,151,389,000 205,810,273,000 △2,341,116,000 △1%

보전지출 208,151,389,000 205,810,273,000 △2,341,116,000 △1%

여유자금예치 208,151,389,000 205,810,273,000 △2,341,116,000 △1%

602 예치금 208,151,389,000 205,810,273,000 △2,341,116,000 △1%

602-01 예치금 208,151,389,000 205,810,273,000 △2,341,116,000 △1% 2018.11.08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변경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감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적정 추진을 위한 예산항목 조정

   나. 변경요지   : -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및 예치금 감액
- 남북교류협력사업(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 지원, 서․평 두 도시 이야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추진에 따른 예산항목 조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0,525,411,000 10,035,954,000 △489,457,000 △5%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10,525,411,000 10,035,954,000 △489,457,000 △5%

일반공공행정 10,525,411,000 10,035,954,000 △489,457,000 △5%

일반행정 10,525,411,000 10,035,954,000 △489,457,000 △5%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6,750,000,000 6,750,000,000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6,750,000,000 6,750,000,000

남북교류협력사업 6,750,000,000 6,750,000,000

201 일반운영비 350,000,000 806,715,000 456,715,000 130%

201-01 사무관리비 350,000,000 806,715,000 456,715,000 130% 2018.09.19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 지원 서․평 두 
도시 이야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307 민간이전 6,400,000,000 5,893,340,000 △506,660,000 △8%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400,000,000 5,893,340,000 △506,660,000 △8% 2018.09.19
남북교류협력사업(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 
지원 서․평 두 도시 이야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추진에 따른 예산항목 조정

308 자치단체등이전 49,945,000 49,945,000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9,945,000 49,945,000 2018.09.19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지하철 광고판 
활용 남북정상회담 홍보) 지원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재무활동(기획조정실 남북협력담당관) 3,775,411,000 3,285,954,000 △489,457,000 △13%

보전지출 3,775,411,000 3,285,954,000 △489,457,000 △13%

여유자금예치 3,775,411,000 3,285,954,000 △489,457,000 △13%

602 예치금 3,775,411,000 3,285,954,000 △489,457,000 △13%

602-01 예치금 3,775,411,000 3,285,954,000 △489,457,000 △13% 2018.02.22
2017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 최종 예치금 변동액 발생

   나. 변경요지   : 2018. 2월 결산결과 반영후 예치금 증액 (873백만원)
2018.9월 신규사업 추가(100백만원) 반영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2,435,669,000 3,309,085,000 873,416,000 36%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435,669,000 3,309,085,000 873,416,000 36%

산업ㆍ중소기업 2,435,669,000 3,309,085,000 873,416,000 36%

무역및투자유치 2,435,669,000 3,309,085,000 873,416,000 36%

국제교류협력 추진 100,000,000 100,000,000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100,000,000 100,000,000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을 위한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100,000,000 100,000,000

307 민간이전 100,000,000 10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100,000,000 2018.08.16
필리핀 세부시에 우리시 교통정책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세부시에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추진

재무활동(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435,669,000 3,209,085,000 773,416,000 32%

보전지출 2,435,669,000 3,209,085,000 773,416,000 32%

여유자금예치 2,435,669,000 3,209,085,000 773,416,000 32%

602 예치금 2,435,669,000 3,209,085,000 773,416,000 32%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602-01 예치금 2,435,669,000 3,209,085,000 773,416,000 32% 2018.08.16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및 신규사업 추가반영 
(필리핀 세부시 예비타당성 조사)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8년도 도시재생기금)

(단위:원)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도시재생 추진시 발생한 여건변경

   나. 변경요지   : 기금 내 세부사업간 내역 및 금액조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31,939,000,000 31,939,000,00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31,939,000,000 31,939,000,000

국토및지역개발 31,939,000,000 31,939,000,000

지역및도시 31,939,000,000 31,939,000,000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31,939,000,000 31,939,000,000

도시재생 활성화 31,939,000,000 31,939,000,000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22,783,000,000 25,878,466,000 3,095,466,000 14%

201 일반운영비 77,000,000 77,000,000

201-01 사무관리비 77,000,000 77,000,000 2018.04.09 정동 세실극장 운영 등

401 시설비및부대비 17,723,000,000 21,698,466,000 3,975,466,000 22%

401-01 시설비 17,723,000,000 21,698,466,000 3,975,466,000 22% 2018.09.21 빈집매입 사업 추진 등

402 민간자본이전 5,060,000,000 4,103,000,000 △957,000,000 △19%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660,000,000 1,400,000,000 △260,000,000 △16% 2018.09.21 건축주 자부담 협의 문제 등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402-03 민간위탁사업비 3,400,000,000 2,703,000,000 △697,000,000 △20% 2018.09.21 매입대상 물건의 확보 어려움

주민역량강화 9,156,000,000 6,060,534,000 △3,095,466,000 △34%

101 인건비 82,000,000 82,000,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000,000 82,000,000 2018.10.23 소잉마스터 아카데이 교육 관리요원 임금

201 일반운영비 6,136,000,000 3,205,198,000 △2,930,802,000 △48%

201-01 사무관리비 6,136,000,000 3,205,198,000 △2,930,802,000 △48% 2018.09.21 준공지연에 따른 19년분 감액 등

301 일반보상금 4,000,000 4,000,000

301-11 기타보상금 4,000,000 4,000,000 2018.10.23 상상패션 런웨이 시상금 지급

307 민간이전 1,200,000,000 1,149,336,000 △50,664,000 △4%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0,000 1,077,916,000 △122,084,000 △10% 2018.09.21 주민공모사업 일부참여자 협약포기 등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1,420,000 71,420,000 2018.04.09 창신숭인 CRC선정 및 육성지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1,820,000,000 1,620,000,000 △200,000,000 △11%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20,000,000 1,620,000,000 △200,000,000 △11% 2018.09.21 지역재생전문관 도입 및 운영 등으로 조정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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