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11차 간주예산

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32,346,125,148 11,871,17232,357,996,320

300 지방교부세 176,069,121 1,000,000177,069,121

310 지방교부세 176,069,121 1,000,000177,069,121

311 지방교부세 176,069,121 1,000,000177,069,121

02 특별교부세 9,917,000 1,000,00010,917,000

1,000,000<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1,000,000ㅇ 내부순환로 저소음포장 설치공사 1,000,000,000원

500 보조금 7,880,018,407 10,871,1727,890,889,579

510 국고보조금등 7,880,018,407 10,871,1727,890,889,579

511 국고보조금등 7,880,018,407 10,871,1727,890,889,579

01 국고보조금 7,611,062,361 8,563,6007,619,625,961

12,58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12,589ㅇ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 12,589,000원

2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200,000ㅇ 스마트솔루션챌린지 200,000,000원

1,92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1,920,000ㅇ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1,920,000,000원

814,00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801,001ㅇ 양곡관리 801,001,000원

13,000ㅇ 유기질 비료 지원 13,000,000원

105,809<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105,809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105,809,000원

122,384<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6,500ㅇ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6,500,000원

115,884ㅇ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115,884,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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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870,000ㅇ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870,000,000원

2,825,5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500,000ㅇ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2,500,000,000원

325,500ㅇ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325,500,000원

9,667<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9,667ㅇ 유기동물보호 지원 9,667,000원

440,65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440,650ㅇ 지적재조사사업(지적기준점 측량) 440,650,000원

1,243,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1,243,000ㅇ 국가하천 유지보수 1,243,000,000원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023,638 1,875,00041,898,638

1,875,00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1,130,000ㅇ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130,000,000원

745,000ㅇ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745,000,000원

03 기금 228,932,408 432,572229,364,980

39,80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39,807ㅇ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39,807,000원

10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100ㅇ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100,000원

50,00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50,000ㅇ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50,000,000원

6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60,000ㅇ 문화관광축제 지원 60,000,000원

3,39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3,393ㅇ 문화재 돌봄 3,393,000원

4,94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4,943ㅇ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943,000원

89,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75,000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5,000,000원

14,000ㅇ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인센티브 14,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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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150,000ㅇ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150,000,000원

35,329<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35,329ㅇ 결핵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5,329,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2,880,050,309 30,240,0002,910,290,309

500 보조금 751,637,372 30,240,000781,877,372

510 국고보조금등 751,637,372 30,240,000781,877,372

511 국고보조금등 751,637,372 30,240,000781,877,372

03 기금 713,662,372 30,240,000743,902,372

30,240,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4,590,000ㅇ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4,590,000,000원

25,650,000ㅇ 청년 매입임대 사업 25,650,000,000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1,917,831,544 465,0861,918,296,630

500 보조금 109,999,504 465,086110,464,590

510 국고보조금등 109,999,504 465,086110,464,590

511 국고보조금등 109,999,504 465,086110,464,590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299,504 465,08630,764,590

453,950<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453,950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453,950,000원

11,13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11,136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136,000원

302 수도사업특별회계 813,919,778 272,000814,191,778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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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보조금 9,077,749 272,0009,349,749

510 국고보조금등 9,077,749 272,0009,349,749

511 국고보조금등 9,077,749 272,0009,349,749

01 국고보조금 9,077,749 272,0009,349,749

272,000<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272,000ㅇ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272,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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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3,126,633,941 3,126,581,545 52,396

(X1,199,950,317) (X1,199,897,921) (X52,39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부서 : 40,847,945 40,795,549 52,396

(X13,183,360) (X13,130,964) (X52,396)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정책 : 40,717,137 40,664,741 52,396

(X13,183,360) (X13,130,964) (X52,396)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39,618,781 39,566,385 52,396

(X13,183,360) (X13,130,964) (X52,396)

단위 :

(일반회계)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 6,740,418 6,727,829 12,589

(X2,428,421) (X2,415,832) (X12,589)

(100-307-05) 민간위탁금 12,589

12,589,000원 = 12,589(X12,589)ㅇ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83,099 143,292 39,807

(X111,453) (X71,646) (X39,807)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9,807

39,807,000원 = 39,807(X39,807)ㅇ 지원시설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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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스마트도시정책관 175,796,134 173,676,134 2,120,000

(X6,305,935) (X4,185,935) (X2,12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부서 : 26,010,489 25,810,489 200,000

(X1,600,000) (X1,400,000) (X200,000)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정책 : 25,772,958 25,572,958 200,000

(X1,600,000) (X1,400,000) (X200,000)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23,302,368 23,102,368 200,000

(X1,600,000) (X1,400,000) (X200,000)

단위 :

(일반회계)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600,000 400,000 200,000

(X600,000) (X400,000) (X2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스마트솔루션챌린지사업(강동구)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스마트도시 양천 조성 및 운영(양천구)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부서 : 99,030,392 97,110,392 1,920,000

(X4,320,000) (X2,400,000) (X1,920,000)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정책 : 98,945,717 97,025,717 1,920,000

(X4,320,000) (X2,400,000) (X1,920,000)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26,749,947 24,829,947 1,920,000

(X4,320,000) (X2,400,000) (X1,920,000)

단위 :

(일반회계)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6,030,787 4,110,787 1,920,000

(X4,320,000) (X2,400,000) (X1,92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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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정책관



1,920,000,000원 = 1,920,000(X1,920,000)ㅇ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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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992,851,576 990,162,475 2,689,101

(X256,721,622) (X254,032,521) (X2,689,10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부서 : 487,294,837 485,419,837 1,875,000

(X245,130,465) (X243,255,465) (X1,875,000)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정책 : 487,047,818 485,172,818 1,875,000

(X245,130,465) (X243,255,465) (X1,875,000)

사회적 일자리 제공 419,348,070 417,473,070 1,875,000

(X235,130,465) (X233,255,465) (X1,875,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4,330,000 3,200,000 1,130,000

(X3,050,000) (X1,920,000) (X1,13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30,000

1,130,000,000원 = 1,130,000(X1,130,000)ㅇ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1,795,000 1,050,000 745,000

(X1,473,000) (X728,000) (X745,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45,000

745,000,000원 = 745,000(X745,000)ㅇ 운영지원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부서 : 53,010,153 52,196,052 814,101

(X8,931,082) (X8,116,981) (X814,101)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정책 : 37,117,123 37,104,023 13,100

(X2,194,568) (X2,181,468) (X13,100)

도시농업육성 지원 17,356,190 17,343,090 13,100

(X2,194,568) (X2,181,468) (X13,10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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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유기질 비료 지원 193,000 180,000 13,000

(X103,000) (X90,000) (X13,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00

13,000,000원 = 13,000(X13,000)ㅇ 유기질비료 지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100 0 100

(X100) (X100)

(100-206-01) 재료비 100

100,000원 = 100(X100)ㅇ 토양검사 재료비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15,814,171 15,013,170 801,001

(X6,736,514) (X5,935,513) (X801,001)

유통거래질서 확립 10,048,171 9,247,170 801,001

(X5,006,514) (X4,205,513) (X801,001)

단위 :

(일반회계)

양곡관리 5,006,514 4,205,513 801,001

(X5,006,514) (X4,205,513) (X801,00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1,001

801,001,000원 = 801,001(X801,001)ㅇ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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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8,185,297,718 8,185,141,909 155,809

(X4,108,593,192) (X4,108,437,383) (X155,809)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2,582,957,589 2,582,851,780 105,809

(X1,966,423,073) (X1,966,317,264) (X105,809)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2,573,518,308 2,573,412,499 105,809

(X1,966,423,073) (X1,966,317,264) (X105,809)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5,340,793 35,234,984 105,809

(X3,399,750) (X3,293,941) (X105,809)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128,750 22,941 105,809

(X128,750) (X22,941) (X105,80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809

105,809,000원 = 105,809(X105,809)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766,972,081 766,922,081 50,000

(X312,170,447) (X312,120,447) (X50,00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764,795,369 764,745,369 50,000

(X312,170,447) (X312,120,447) (X50,000)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5,126,021 5,076,021 50,000

(X115,151) (X65,151) (X50,000)

단위 :

(일반회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ㅇ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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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문화본부 593,299,772 593,113,995 185,777

(X155,077,145) (X154,891,368) (X185,777)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76,287,466 76,227,466 60,000

(X20,684,770) (X20,624,770) (X60,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76,240,597 76,180,597 60,000

(X20,684,770) (X20,624,770) (X60,000)

문화예술 육성·지원 64,191,437 64,131,437 60,000

(X19,005,940) (X18,945,940) (X60,000)

단위 :

(일반회계)

문화관광축제 지원 60,000 0 60,000

(X60,000) (X6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60,000,000원 = 60,000(X60,000)ㅇ 예비 문화관광축제 지원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부서 : 156,994,470 156,991,077 3,393

(X86,047,973) (X86,044,580) (X3,393)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152,447,463 152,444,070 3,393

(X84,708,258) (X84,704,865) (X3,393)

문화재 보존 복원 36,944,811 36,941,418 3,393

(X15,252,913) (X15,249,520) (X3,393)

단위 :

(일반회계)

문화재 돌봄 798,756 795,363 3,393

(X457,108) (X453,715) (X3,393)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93

3,393,000원 = 3,393(X3,393)ㅇ 문화재 점검, 경미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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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부서 : 50,839,504 50,717,120 122,384

(X24,409,575) (X24,287,191) (X122,384)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50,573,442 50,451,058 122,384

(X24,409,575) (X24,287,191) (X122,384)

도서관 육성지원 21,825,840 21,703,456 122,384

(X3,575,575) (X3,453,191) (X122,384)

단위 :

(일반회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30,700 24,200 6,500

(X30,700) (X24,200) (X6,5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500

6,500,000원 = 6,500(X6,500)ㅇ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115,884 0 115,884

(X115,884) (X115,88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5,884

115,884,000원 = 115,884(X115,884)ㅇ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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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735,264,991 734,394,991 870,000

(X282,012,797) (X281,142,797) (X870,00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부서 : 59,628,966 58,758,966 870,000

(X17,771,876) (X16,901,876) (X870,000)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정책 : 59,573,358 58,703,358 870,000

(X17,771,876) (X16,901,876) (X870,000)

신재생에너지 보급 33,182,358 32,312,358 870,000

(X17,771,876) (X16,901,876) (X870,0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3,198,000 2,328,000 870,000

(X2,034,000) (X1,164,000) (X870,000)

(100-401-01) 시설비 826,500

826,500,000원 = 826,500(X826,500)ㅇ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사업)

(100-401-02) 감리비 43,500

43,500,000원 = 43,500(X43,500)ㅇ 신재생에너지 설치 감리비(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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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평생교육국 4,181,948,898 4,181,943,955 4,943

(X10,726,724) (X10,721,781) (X4,94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부서 : 109,916,513 109,911,570 4,943

(X10,575,474) (X10,570,531) (X4,943)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08,615,863 108,610,920 4,943

(X10,575,474) (X10,570,531) (X4,943)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69,224,673 69,219,730 4,943

(X6,698,943) (X6,694,000) (X4,943)

단위 :

(일반회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45,103 3,040,160 4,943

(X1,525,023) (X1,520,080) (X4,943)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43

4,943,000원 = 4,943(X4,943)ㅇ 사례관리사 및 고위기청소년 전담 동반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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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248,907,802 248,818,802 89,000

(X34,035,122) (X33,946,122) (X89,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53,599,764 53,510,764 89,000

(X28,058,982) (X27,969,982) (X89,000)

시민생활체육 진흥정책 : 53,180,513 53,091,513 89,000

(X28,058,982) (X27,969,982) (X89,000)

생활체육 활성화 15,034,494 15,020,494 14,000

(X5,004,482) (X4,990,482) (X14,000)

단위 :

(일반회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14,000 0 14,000

(X14,000) (X14,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

14,000,000원 = 14,000(X14,000)ㅇ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29,008,500 28,933,500 75,000

(X19,844,500) (X19,769,500) (X75,0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8,224,500 8,149,500 75,000

(X8,224,500) (X8,149,500) (X7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5,000

75,000,000원 = 75,000(X75,000)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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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574,038,713 571,018,217 3,020,496

(X148,412,114) (X145,391,618) (X3,020,49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208,777,769 205,802,269 2,975,500

(X22,981,427) (X20,005,927) (X2,975,5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208,198,636 205,223,136 2,975,500

(X22,981,427) (X20,005,927) (X2,975,50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45,263,495 42,613,495 2,650,000

(X14,463,381) (X11,813,381) (X2,650,000)

단위 :

(일반회계)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682,400 532,400 150,000

(X346,200) (X196,200) (X15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150,000,000원 = 150,000(X150,000)ㅇ 재난거점병원(서울의료원) 시설장비 확충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2,500,000 0 2,500,000

(X2,500,000) (X2,5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00

2,500,000,000원 = 2,500,000(X2,500,000)ㅇ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60,026,441 59,700,941 325,500

(X5,473,046) (X5,147,546) (X325,500)

단위 :

(일반회계)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388,276 62,776 325,500

(X356,888) (X31,388) (X325,5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5,500

325,500,000원 = 325,500(X325,500)

ㅇ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비상경보장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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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부서 : 143,703,737 143,668,408 35,329

(X63,454,150) (X63,418,821) (X35,329)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143,522,331 143,487,002 35,329

(X63,417,170) (X63,381,841) (X35,329)

생활보건 예방관리 111,390,869 111,355,540 35,329

(X48,381,796) (X48,346,467) (X35,329)

단위 :

(일반회계)

결핵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696,630 2,661,301 35,329

(X2,696,630) (X2,661,301) (X35,32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329

35,329,000원 = 35,329(X35,329)ㅇ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지원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부서 : 5,703,099 5,693,432 9,667

(X641,640) (X631,973) (X9,667)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정책 : 5,651,003 5,641,336 9,667

(X641,640) (X631,973) (X9,667)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5,044,443 5,034,776 9,667

(X267,101) (X257,434) (X9,667)

단위 :

(일반회계)

유기동물보호 지원 818,033 808,366 9,667

(X37,301) (X27,634) (X9,66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67

9,667,000원 = 9,667(X9,667)ㅇ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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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1,361,608,340 1,360,608,340 1,000,000

(X6,014,741) (X6,014,741)

(소5,542,787) (소5,542,787)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부서 : 191,364,457 190,364,457 1,000,000

도로시설관리정책 : 191,325,486 190,325,486 1,000,000

도로시설물 운영(일) 58,723,919 57,723,919 1,000,000단위 :

(일반회계)

내부순환로 저소음포장 설치공사 1,000,000 0 1,000,000

(100-401-01) 시설비 1,000,000

1,000,000,000원 = 1,000,000ㅇ 홍제천고가 저소음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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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총괄실



도시계획국 34,729,462 34,288,812 440,650

(X1,861,576) (X1,420,926) (X440,65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부서 : 1,862,304 1,421,654 440,650

(X936,576) (X495,926) (X440,650)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정책 : 1,782,674 1,342,024 440,650

(X936,576) (X495,926) (X440,650)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1,702,874 1,262,224 440,650

(X936,576) (X495,926) (X440,650)

단위 :

(일반회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440,650 0 440,650

(X440,650) (X440,65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40,650

440,650,000원 = 440,650(X440,650)

ㅇ 지적재조사사업(지적기준점 측량) 자치구 경상보조(25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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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3,560,019,422 3,529,779,422 30,240,000

(X1,057,121,118) (X1,026,881,118) (X30,240,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부서 : 1,458,381,714 1,428,141,714 30,240,000

(X853,066,133) (X822,826,133) (X30,240,000)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1,442,749,234 1,412,509,234 30,240,000

(X853,066,133) (X822,826,133) (X30,240,000)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829,333,853 799,093,853 30,240,000

(X532,535,809) (X502,295,809) (X30,24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180,698,000 176,108,000 4,590,000

(X80,190,000) (X75,600,000) (X4,590,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4,590,000

4,590,000,000원 = 4,590,000(X4,590,000)ㅇ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국고보조

청년 매입임대 사업 129,150,000 103,500,000 25,650,000

(X129,150,000) (X103,500,000) (X25,650,0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25,650,000

25,650,000,000원 = 25,650,000(X25,650,000)ㅇ 청년매입임대(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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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638,881,025 638,415,939 465,086

(X25,561,774) (X25,096,688) (X465,08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83,986,185 83,975,049 11,136

(X5,897,200) (X5,886,064) (X11,136)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83,589,756 83,578,620 11,136

(X5,897,200) (X5,886,064) (X11,136)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
계)

47,496,500 47,485,364 11,136

(X4,920,000) (X4,908,864) (X11,136)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920,000 4,908,864 11,136

(X4,920,000) (X4,908,864) (X11,136)

(20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136

11,136,000원 = 11,136(X11,136)ㅇ 진달래마을 커뮤니티숲 공원조성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부서 : 339,833,876 339,379,926 453,950

(X3,779,590) (X3,325,640) (X453,950)

재무활동(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정책 : 2,779,699 2,325,749 453,950

(X2,779,590) (X2,325,640) (X453,950)

보전지출 2,779,590 2,325,640 453,950

(X2,779,590) (X2,325,640) (X453,950)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2,779,590 2,325,640 453,950

(X2,779,590) (X2,325,640) (X453,950)

(205-311-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453,950

453,950,000원 = 453,950(X453,950)ㅇ 지방채 이자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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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206,121,079 204,878,079 1,243,000

(X43,993,205) (X42,750,205) (X1,243,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부서 : 147,293,653 146,050,653 1,243,000

(X6,140,000) (X4,897,000) (X1,243,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146,155,475 144,912,475 1,243,000

(X6,140,000) (X4,897,000) (X1,243,000)

하천복원 및 정비 69,441,403 68,198,403 1,243,000

(X6,140,000) (X4,897,000) (X1,243,0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하천 유지보수 6,140,000 4,897,000 1,243,000

(X6,140,000) (X4,897,000) (X1,243,000)

(100-401-01) 시설비 171,000

171,000,000원 = 171,000(X171,000)ㅇ 국가하천(한강) 유지보수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72,000

1,072,000,000원 = 1,072,000(X1,072,000)ㅇ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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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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