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10차 간주예산

 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32,277,309,496 6,970,95632,284,280,452

500 보조금 7,870,205,048 6,970,9567,877,176,004

510 국고보조금등 7,870,205,048 6,970,9567,877,176,004

511 국고보조금등 7,870,205,048 6,970,9567,877,176,004

01 국고보조금 7,606,865,330 2,836,0447,609,701,374

75,000< 청년청 >

75,000ㅇ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75,000,000원

220,73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220,736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20,736,000원

31,90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31,902ㅇ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신규) 31,902,000원

408,00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408,000ㅇ 긴급복지 한시 보조 인력지원 408,000,000원

75,00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75,000ㅇ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75,000,000원

50,000<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

50,000ㅇ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50,000,000원

60,00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60,000ㅇ 2020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60,000,000원

11,40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11,406ㅇ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11,406,000원

1,900,000<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1,900,000ㅇ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1,900,000,000원

4,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4,000ㅇ 목재생산 기반조성 4,000,000원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2,434,638 81,00042,515,638

81,000<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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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00ㅇ 소규모 재생사업 81,000,000원

03 기금 220,905,080 4,053,912224,958,992

135,16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130,750ㅇ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130,750,000원

4,412ㅇ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4,412,000원

2,50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600,000ㅇ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구로구)건립지원 600,000,000원

400,000ㅇ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성동구)건립지원 400,000,000원

1,500,000ㅇ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1,500,000,000원

1,418,75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88,750ㅇ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88,750,000원

1,130,000ㅇ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 1,130,000,000원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315,203,447 01,315,203,447

300 지방교부세 0 3,200,0003,200,000

310 지방교부세 0 3,200,0003,200,000

311 지방교부세 0 3,200,0003,200,000

02 특별교부세 0 3,200,0003,200,000

3,200,00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3,200,000ㅇ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3,200,000,000원

500 보조금 61,919,225 △3,200,00058,719,225

510 국고보조금등 61,919,225 △3,200,00058,719,225

511 국고보조금등 61,919,225 △3,200,00058,719,225

01 국고보조금 23,611,225 △3,200,00020,411,225

△3,200,00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3,200,000ㅇ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3,20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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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2,975,762,811 1,087,4982,976,850,309

500 보조금 750,549,874 1,087,498751,637,372

510 국고보조금등 750,549,874 1,087,498751,637,372

511 국고보조금등 750,549,874 1,087,498751,637,372

03 기금 712,574,874 1,087,498713,662,372

1,087,498<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974,870ㅇ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경상보조 지원 974,870,000원

112,628ㅇ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112,628,000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1,898,031,544 400,0001,898,431,544

500 보조금 116,599,504 400,000116,999,504

510 국고보조금등 116,599,504 400,000116,999,504

511 국고보조금등 116,599,504 400,000116,999,504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899,504 400,00030,299,504

400,000<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400,000ㅇ 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400,000,000원

30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58,443,940 7,772,0001,066,215,940

500 보조금 600,000 7,772,0008,372,000

510 국고보조금등 600,000 7,772,0008,372,000

511 국고보조금등 600,000 7,772,0008,372,000

01 국고보조금 600,000 7,772,0008,372,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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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2,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7,772,000ㅇ 도로함몰 예방사업 7,772,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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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청 134,456,833 134,381,833 75,000

(X150,000) (X75,000) (X75,000)

청년청부서 : 134,456,833 134,381,833 75,000

(X150,000) (X75,000) (X75,000)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정책 : 134,387,794 134,312,794 75,000

(X150,000) (X75,000) (X75,000)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112,739,892 112,664,892 75,000

(X150,000) (X75,000) (X75,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5,890,177 5,815,177 75,000

(X150,000) (X75,000) (X75,000)

(100-307-05) 민간위탁금 75,000

75,000,000원 = 75,000(X75,000)ㅇ 청년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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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청



여성가족정책실 3,122,505,536 3,122,117,736 387,800

(X1,199,659,196) (X1,199,271,396) (X387,8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87,026,271 86,805,535 220,736

(X10,411,990) (X10,191,254) (X220,736)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86,162,165 85,941,429 220,736

(X10,411,990) (X10,191,254) (X220,736)

여성경제력 강화 79,940,963 79,720,227 220,736

(X10,411,990) (X10,191,254) (X220,736)

단위 :

(일반회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3,979,030 13,758,294 220,736

(X10,411,990) (X10,191,254) (X220,736)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20,736

220,736,000원 = 220,736(X220,736)ㅇ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858,724,614 858,557,550 167,064

(X508,335,915) (X508,168,851) (X167,064)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847,715,931 847,548,867 167,064

(X508,335,915) (X508,168,851) (X167,064)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57,810,293 157,647,641 162,652

(X14,202,200) (X14,039,548) (X162,652)

단위 :

(일반회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130,750 0 130,750

(X130,750) (X130,75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0,750

130,750,000원 = 130,750(X130,750)ㅇ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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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신규) 429,830 397,928 31,902

(X230,866) (X198,964) (X31,90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902

31,902,000원 = 31,902(X31,902)ㅇ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한부모 가족 지원 64,824,172 64,819,760 4,412

(X25,115,399) (X25,110,987) (X4,412)

단위 :

(일반회계)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14,353 9,941 4,412

(X14,353) (X9,941) (X4,412)

(100-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412

4,412,000원 = 4,412(X4,412)ㅇ 사회복무요원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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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8,166,576,388 8,166,093,388 483,000

(X4,103,745,740) (X4,103,262,740) (X483,00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부서 : 333,874,644 333,466,644 408,000

(X41,986,400) (X41,578,400) (X408,0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 333,817,180 333,409,180 408,000

(X41,986,400) (X41,578,400) (X408,000)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229,427,618 229,019,618 408,000

(X41,986,400) (X41,578,400) (X408,000)

단위 :

(일반회계)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408,000 0 408,000

(X408,000) (X408,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8,000

408,000,000원 = 408,000(X408,000)ㅇ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2,576,563,616 2,576,488,616 75,000

(X1,969,329,446) (X1,969,254,446) (X75,00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2,576,510,306 2,576,435,306 75,000

(X1,969,329,446) (X1,969,254,446) (X75,000)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46,313,645 246,238,645 75,000

(X3,144,868) (X3,069,868) (X75,000)

단위 :

(일반회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6,557,897 6,482,897 75,000

(X75,000) (X75,000)

(100-307-05) 민간위탁금 75,000

75,000,000원 = 75,000(X75,000)ㅇ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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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3,132,706,005 3,132,706,005 0

(X129,258,665) (X132,458,665) (X△3,200,00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부서 : 72,006,322 72,006,322 0

(X3,799,550) (X6,999,550) (X△3,200,000)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 개선정책 : 71,793,808 71,793,808 0

(X3,799,550) (X6,999,550) (X△3,200,000)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교통관리계정) 28,567,409 28,567,409 0

(X3,799,550) (X6,999,550) (X△3,200,0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15,613,550 15,613,550 0

(X428,550) (X3,628,550) (X△3,200,000)

(202-401-01) 시설비 0

-3,200,000,000원 = △3,200,000(X△3,200,000)ㅇ 안전속도 5030 사업 및 용역

3,200,000,000원 = 3,200,000ㅇ 안전속도 5030 사업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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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588,942,330 588,892,330 50,000

(X153,580,368) (X153,530,368) (X50,000)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부서 : 13,952,143 13,902,143 50,000

(X5,321,000) (X5,271,000) (X50,000)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정책 : 13,850,659 13,800,659 50,000

(X5,321,000) (X5,271,000) (X50,000)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1,449,352 1,399,352 50,000

(X225,000) (X175,000) (X50,000)

단위 :

(일반회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257,500 207,500 50,000

(X50,000) (X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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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평생교육국 4,175,006,970 4,174,946,970 60,000

(X10,721,781) (X10,661,781) (X60,00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부서 : 15,521,907 15,461,907 60,000

(X151,250) (X91,250) (X60,000)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정책 : 15,481,888 15,421,888 60,000

(X151,250) (X91,250) (X60,000)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13,768,278 13,708,278 60,000

(X151,250) (X91,250) (X60,000)

단위 :

(일반회계)

2020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재지정평가 
우수 평생학습도시)

60,000 0 60,000

(X60,000) (X6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60,000,000원 = 60,000(X60,000)ㅇ 재지정평가 우수 평생학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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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262,789,128 260,289,128 2,500,000

(X33,946,122) (X31,446,122) (X2,50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57,310,943 54,810,943 2,500,000

(X27,969,982) (X25,469,982) (X2,500,000)

시민생활체육 진흥정책 : 57,273,524 54,773,524 2,500,000

(X27,969,982) (X25,469,982) (X2,500,000)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28,933,500 26,433,500 2,500,000

(X19,769,500) (X17,269,500) (X2,500,000)

단위 :

(일반회계)

생활체육시설 확충 11,082,000 9,582,000 1,500,000

(X7,670,000) (X6,170,000) (X1,5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600,000,000원 = 600,000(X600,000)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생활밀착형, 복합) 서대문구

900,000,000원 = 900,000(X900,000)ㅇ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구로구) 건립 지원 600,000 0 600,000

(X600,000) (X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600,000,000원 = 600,000(X600,000)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구로구)건립지원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성동구) 건립 지원 700,000 300,000 400,000

(X700,000) (X300,000) (X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

400,000,000원 = 400,000(X400,000)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성동구)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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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548,249,609 544,919,453 3,330,156

(X139,043,382) (X135,713,226) (X3,330,15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202,513,055 201,082,899 1,430,156

(X19,833,583) (X18,403,427) (X1,430,156)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202,239,208 200,809,052 1,430,156

(X19,833,583) (X18,403,427) (X1,430,156)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100,142,106 100,130,700 11,406

(X3,056,406) (X3,045,000) (X11,406)

단위 :

(일반회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자본보조) 11,406 0 11,406

(X11,406) (X11,406)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1,406

5,406,000원 = 5,406(X5,406)ㅇ 권역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6,000,000원 = 6,000(X6,000)ㅇ 지역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42,613,495 41,483,495 1,130,000

(X11,813,381) (X10,683,381) (X1,130,000)

단위 :

(일반회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 1,130,000 0 1,130,000

(X1,130,000) (X1,13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30,000

1,130,000,000원 = 1,130,000(X1,130,000)ㅇ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59,483,607 59,194,857 288,750

(X4,963,796) (X4,675,046) (X288,75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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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1,570,680 11,281,930 288,750

(X288,750) (X288,75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8,750

288,750,000원 = 288,750(X288,750)ㅇ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부서 : 123,465,170 121,565,170 1,900,000

(X55,922,389) (X54,022,389) (X1,900,000)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123,293,729 121,393,729 1,900,000

(X55,885,409) (X53,985,409) (X1,900,000)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12,236,708 10,336,708 1,900,000

(X6,938,104) (X5,038,104) (X1,900,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1,900,000 0 1,900,000

(X1,900,000) (X1,900,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00,000

1,900,000,000원 = 1,900,000(X1,900,000)ㅇ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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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도시재생실 1,371,145,383 1,370,664,383 481,000

(X59,913,178) (X59,432,178) (X481,000)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부서 : 57,859,819 57,378,819 481,000

(X9,531,000) (X9,050,000) (X481,000)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정책 : 18,745,457 18,664,457 81,000

(X2,131,000) (X2,050,000) (X81,000)

도시재생연구 4,092,077 4,011,077 81,000

(X1,020,000) (X939,000) (X81,000)

단위 :

(일반회계)

소규모 재생사업 560,000 479,000 81,000

(X405,000) (X324,000) (X81,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1,000

81,000,000원 = 81,000(X81,000)ㅇ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정책 : 38,710,000 38,310,000 400,000

(X7,400,000) (X7,000,000) (X400,000)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8,710,000 38,310,000 400,000

(X7,400,000) (X7,000,000) (X400,000)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400,000 0 400,000

(X400,000) (X400,000)

(20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

400,000,000원 = 400,000(X400,000)ㅇ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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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3,570,757,104 3,569,669,606 1,087,498

(X993,268,574) (X992,181,076) (X1,087,498)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부서 : 1,403,159,616 1,402,072,118 1,087,498

(X182,698,085) (X181,610,587) (X1,087,498)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책 : 1,394,091,690 1,393,004,192 1,087,498

(X182,698,085) (X181,610,587) (X1,087,498)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480,717,492 479,629,994 1,087,498

(X111,222,847) (X110,135,349) (X1,087,498)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경상보조 지원 6,224,170 5,249,300 974,870

(X6,224,170) (X5,249,300) (X974,870)

(204-309-01)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974,870

974,870,000원 = 974,870(X974,870)ㅇ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경상보조 지원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12,668,663 12,556,035 112,628

(X6,281,402) (X6,168,774) (X112,628)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12,628

112,628,000월 = 112,628(X112,628)ㅇ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건설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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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636,485,804 636,481,804 4,000

(X25,011,438) (X25,007,438) (X4,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69,478,954 69,474,954 4,000

(X10,996,461) (X10,992,461) (X4,0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69,432,108 69,428,108 4,000

(X10,996,461) (X10,992,461) (X4,000)

생태계 보전사업 49,552,704 49,548,704 4,000

(X10,676,711) (X10,672,711) (X4,000)

단위 :

(일반회계)

목재생산 기반조성 8,000 4,000 4,000

(X8,000) (X4,000) (X4,000)

(100-201-01) 사무관리비 4,000

4,000,000원 = 4,000(X4,000)ㅇ 목재생산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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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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