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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32,528,018,902 71,379,67132,599,398,573

500 보조금 8,060,912,161 71,379,6718,132,291,832

510 국고보조금등 8,060,912,161 71,379,6718,132,291,832

511 국고보조금등 8,060,912,161 71,379,6718,132,291,832

01 국고보조금 7,788,412,196 63,060,2637,851,472,459

579,20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136,600ㅇ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36,600,000원

2,602ㅇ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신규) 2,602,000원

440,000ㅇ 상담 조사 시설 한시 지원 440,000,000원

57,433,46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56,666,000ㅇ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56,666,000,000원

745,468ㅇ 사회복무요원 봉금 등 지원 745,468,000원

22,000ㅇ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22,000,000원

133,29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133,293ㅇ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33,293,000원

100,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100,000ㅇ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100,000,000원

4,814,3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161,000ㅇ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161,000,000원

4,653,300ㅇ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4,653,300,000원

03 기금 230,601,327 8,319,408238,920,735

119,40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8,673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국비-경상) 8,673,000원

100,000
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국비-경상)

100,000,000원

10,735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지원(국비-자본) 10,735,000원

2,500,000<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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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00ㅇ 스마트앵커 조성 2,500,000,000원

5,70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4,100,000ㅇ 생활체육시설 확충 4,100,000,000원

400,000ㅇ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400,000,000원

1,200,000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도봉구)건립지원 1,200,000,000

2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421,558,087 41,170,0001,462,728,087

500 보조금 123,009,440 41,170,000164,179,440

510 국고보조금등 123,009,440 41,170,000164,179,440

511 국고보조금등 123,009,440 41,170,000164,179,440

01 국고보조금 123,009,440 41,170,000164,179,440

41,170,00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41,170,000ㅇ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1,170,000,000원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332,234,047 4,734,4001,336,968,447

500 보조금 76,268,825 4,734,40081,003,225

510 국고보조금등 76,268,825 4,734,40081,003,225

511 국고보조금등 76,268,825 4,734,40081,003,225

01 국고보조금 37,960,825 4,734,40042,695,225

4,734,400<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4,734,400ㅇ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4,734,4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2,925,334,570 949,7182,926,284,288

500 보조금 796,921,633 949,718797,871,351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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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국고보조금등 796,921,633 949,718797,871,351

511 국고보조금등 796,921,633 949,718797,871,351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8,718,000 710,00029,428,000

710,00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430,000ㅇ 금천구 독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430,000,000원

280,000ㅇ 동대문구 제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80,000,000원

03 기금 758,946,633 239,718759,186,351

239,71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239,718ㅇ 재건축소형주택 매입 239,718,000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1,918,296,630 700,0001,918,996,630

500 보조금 110,464,590 700,000111,164,590

510 국고보조금등 110,464,590 700,000111,164,590

511 국고보조금등 110,464,590 700,000111,164,590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764,590 700,00031,464,590

700,000<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700,000ㅇ 안암동 캠퍼스타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70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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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3,206,373,398 3,205,674,788 698,610

(X1,279,689,774) (X1,278,991,164) (X698,6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부서 : 40,969,700 40,850,292 119,408

(X13,305,115) (X13,185,707) (X119,408)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정책 : 40,838,892 40,719,484 119,408

(X13,305,115) (X13,185,707) (X119,408)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39,740,536 39,621,128 119,408

(X13,305,115) (X13,185,707) (X119,408)

단위 :

(일반회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국비-경상) 1,756,367 1,747,694 8,673

(X882,520) (X873,847) (X8,673)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8,673

8,673,000원 = 8,673(X8,673)ㅇ 일반→가족보호시설 전환시설(1개소) 운영비 차액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국비-경상)

280,000 180,000 100,000

(X280,000) (X180,000) (X100,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추가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국비-자본) 102,407 91,672 10,735

(X56,571) (X45,836) (X10,735)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735

10,735,000원 = 10,735(X10,735)ㅇ 일반→가족보호시설 전환시설(1개소) 기능보강비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928,225,956 927,646,754 579,202

(X587,725,122) (X587,145,920) (X5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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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926,534,092 925,954,890 579,202

(X587,725,122) (X587,145,920) (X579,202)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59,627,104 159,047,902 579,202

(X15,428,727) (X14,849,525) (X579,202)

단위 :

(일반회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8,301,972 8,165,372 136,600

(X4,219,286) (X4,082,686) (X136,6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6,600

136,600,000원 = 136,600(X136,600)ㅇ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신규) 432,432 429,830 2,602

(X233,468) (X230,866) (X2,60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02

2,602,000원 = 2,602(X2,602)ㅇ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상담 조사 시설 한시지원 440,000 0 440,000

(X440,000) (X44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40,000

440,000,000원 = 440,000(X440,000)ㅇ 상담 조사 시설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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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 1,011,219,576 1,008,019,576 3,200,000

(X275,089,622) (X271,889,622) (X3,200,000)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부서 : 41,562,974 40,862,974 700,000

(X700,000) (X700,000)

캠퍼스타운 활성화정책 : 41,532,579 40,832,579 700,000

(X700,000) (X700,000)

캠퍼스타운 조성 18,201,660 17,501,660 700,000

(X700,000) (X700,000)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700,000 0 700,000

(X700,000) (X700,000)

(20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00

700,000,000원 = 700,000(X700,000)ㅇ 안암 어울림센터 및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부서 : 123,427,604 120,927,604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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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성장 기반 마련정책 : 121,242,810 118,742,810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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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82,334,856 79,834,856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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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일반회계)

스마트앵커 조성 5,036,880 2,53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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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앵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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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8,244,176,229 8,186,609,468 57,566,761

(X4,167,471,703) (X4,109,904,942) (X57,566,76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부서 : 3,754,397,095 3,696,963,627 57,433,468

(X1,586,841,479) (X1,529,408,011) (X57,433,468)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2,778,815,461 2,721,381,993 57,433,468

(X1,586,787,904) (X1,529,354,436) (X57,433,468)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194,914,982 138,248,982 56,666,000

(X71,898,819) (X15,232,819) (X56,666,000)

단위 :

(일반회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57,006,000 340,000 56,666,000

(X57,006,000) (X340,000) (X56,666,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666,000

56,666,000,000원 = 56,666,000(X56,666,000)ㅇ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56,870,666 56,103,198 767,468

(X28,935,943) (X28,168,475) (X767,468)

단위 :

(일반회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지원 31,372,749 30,627,281 745,468

(X27,982,743) (X27,237,275) (X745,46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5,468

745,468,000원 = 745,468(X745,468)ㅇ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22,465,884 22,443,884 22,000

(X953,200) (X931,200) (X22,000)

(100-306-01) 출연금 22,000

22,000,000원 = 22,000(X22,000)ㅇ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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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부서 : 197,115,677 196,982,384 133,293

(X95,351,083) (X95,217,790) (X133,293)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134,981,745 134,848,452 133,293

(X89,964,266) (X89,830,973) (X133,293)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134,981,745 134,848,452 133,293

(X89,964,266) (X89,830,973) (X133,293)

단위 :

(일반회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9,481,085 9,347,792 133,293

(X5,330,672) (X5,197,379) (X133,293)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3,293

133,293,000원 = 133,293(X133,293)ㅇ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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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3,215,438,006 3,169,533,606 45,904,400

(X192,712,665) (X146,808,265) (X45,904,40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부서 : 1,240,313,859 1,199,143,859 41,170,000

(X104,149,440) (X62,979,440) (X41,170,000)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정책 : 566,460,084 525,290,084 41,170,000

(X104,149,440) (X62,979,440) (X41,170,000)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566,460,084 525,290,084 41,170,000

(X104,149,440) (X62,979,440) (X41,170,000)

단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14,993,562 73,823,562 41,170,000

(X71,970,000) (X30,800,000) (X41,170,000)

(201-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41,170,000

41,170,000,000원 = 41,170,000(X41,170,000)ㅇ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부서 : 397,232,375 392,497,975 4,734,400

(X23,470,000) (X18,735,600) (X4,734,400)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정책 : 397,145,847 392,411,447 4,734,400

(X23,470,000) (X18,735,600) (X4,734,400)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397,145,847 392,411,447 4,734,400

(X23,470,000) (X18,735,600) (X4,734,4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2,324,000 17,589,600 4,734,400

(X22,324,000) (X17,589,600) (X4,734,400)

(202-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734,400

4,734,400,000원 = 4,734,400(X4,734,400)ㅇ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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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593,520,512 593,420,512 100,000

(X155,297,885) (X155,197,885) (X100,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부서 : 146,686,890 146,586,890 100,000

(X2,215,827) (X2,115,827) (X100,000)

문화도시 서울 구현정책 : 146,364,291 146,264,291 100,000

(X2,215,827) (X2,115,827) (X100,000)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17,579,079 17,479,079 100,000

(X2,215,827) (X2,115,827) (X100,000)

단위 :

(일반회계)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2,000,000 1,900,000 100,000

(X500,000) (X400,000) (X1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보문종 보문사 문화체험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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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254,696,602 248,996,602 5,700,000

(X39,823,922) (X34,123,922) (X5,70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59,299,764 53,599,764 5,700,000

(X33,758,982) (X28,058,982) (X5,700,000)

시민생활체육 진흥정책 : 58,880,513 53,180,513 5,700,000

(X33,758,982) (X28,058,982) (X5,700,000)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34,708,500 29,008,500 5,700,000

(X25,544,500) (X19,844,500) (X5,700,000)

단위 :

(일반회계)

생활체육시설 확충 14,582,000 11,082,000 3,500,000

(X11,170,000) (X7,670,000) (X3,5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00

500,000,000원 = 500,000(X500,000)

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영등포구 대림3유수지, 제로에너지조성사업)

3,000,000,000원 = 3,000,000(X3,000,000)ㅇ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건립 지원 800,000 400,000 400,000

(X800,000) (X400,000) (X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

400,000,000원 = 400,000(X400,000)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근린생활형, 복합) 관악구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도봉구) 건립 지원 1,200,000 0 1,200,000

(X1,200,000) (X1,2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0

1,200,000,000원 = 1,200,000(X1,200,000)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도봉구)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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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구로구) 건립 지원 1,200,000 600,000 600,000

(X1,200,000) (X600,000) (X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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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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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586,999,357 582,185,057 4,814,300

(X161,372,758) (X156,558,458) (X4,814,3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221,631,269 216,816,969 4,814,300

(X35,834,927) (X31,020,627) (X4,814,3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221,052,136 216,237,836 4,814,300

(X35,834,927) (X31,020,627) (X4,814,30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58,116,995 53,302,695 4,814,300

(X27,316,881) (X22,502,581) (X4,814,300)

단위 :

(일반회계)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161,000 0 161,000

(X161,000) (X161,0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61,000

161,000,000원 = 161,000(X161,000)ㅇ 재난거점병원(서울의료원) 재난의료지원차량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7,792,500 3,139,200 4,653,300

(X7,792,500) (X3,139,200) (X4,653,300)

(100-301-12) 기타보상금 93,832

93,832,000원 = 93,832(X93,832)ㅇ 의료인력 교육·훈련비용 지원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33,411

1,133,411,000원 = 1,133,411(X1,133,411)

ㅇ 의료인력 상담·치유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100-307-05) 민간위탁금 664,439

664,439,000원 = 664,439(X664,439)

ㅇ 의료인력 상담·치유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61,618

2,761,618,000원 = 2,761,618(X2,761,618)

ㅇ 의료인력 상담·치유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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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도시재생실 1,368,480,983 1,367,770,983 710,000

(X60,623,178) (X59,913,178) (X710,000)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부서 : 99,725,801 99,015,801 710,000

(X29,928,000) (X29,218,000) (X710,000)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정책 : 99,635,091 98,925,091 710,000

(X29,928,000) (X29,218,000) (X710,000)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54,289,281 53,579,281 710,000

(X26,675,000) (X25,965,000) (X71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금천구 독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300,000 2,870,000 430,000

(X1,900,000) (X1,470,000) (X43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30,000

430,000,000원 = 430,000(X430,000)ㅇ 금하에너지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동대문구 제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412,000 3,132,000 280,000

(X1,900,000) (X1,620,000) (X28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80,000

280,000,000원 = 280,000(X280,000)ㅇ 주민사랑방 조성사업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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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3,575,303,401 3,575,063,683 239,718

(X1,072,405,097) (X1,072,165,379) (X239,718)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부서 : 1,313,813,595 1,313,573,877 239,718

(X188,352,064) (X188,112,346) (X239,718)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책 : 1,304,745,669 1,304,505,951 239,718

(X188,352,064) (X188,112,346) (X239,718)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정) 823,899,697 823,659,979 239,718

(X77,129,217) (X76,889,499) (X239,718)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68,938,548 168,698,830 239,718

(X19,162,508) (X18,922,790) (X239,718)

(20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9,718

239,718,000원 = 239,718(X239,718)ㅇ 재건축소형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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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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