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15차 간주예산

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32,599,398,573 50,752,05432,650,150,627

500 보조금 8,132,291,832 50,752,0548,183,043,886

510 국고보조금등 8,132,291,832 50,752,0548,183,043,886

511 국고보조금등 8,132,291,832 50,752,0548,183,043,886

01 국고보조금 7,851,472,459 50,103,8907,901,576,349

5,118,9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5,118,900ㅇ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118,900,000원

9,246<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9,246ㅇ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246,000원

68,00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68,000ㅇ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68,000,000원

350,00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350,000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350,000,000원

2,608,149<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2,179,391ㅇ 기초연금 지급 2,179,391,000원

428,758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428,758,000원

2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200ㅇ 2020년 전국 희망나눔사업 200,000원

807,00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589,000ㅇ 장애수당-기초 589,000,000원

218,000ㅇ 장애수당-차상위 등 218,000,000원

3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30,000ㅇ 서울 K-POP 공연(도심 속 산사음악회) 30,000,000원

1,478,658<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1,362,528ㅇ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1,362,528,000원

116,130ㅇ 공공의료시설(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116,130,000원

33,858,237< 행정국 자치행정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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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58,237ㅇ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33,858,237,000원

5,331,000<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5,331,000
ㅇ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331,000,000원

5,00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5,000ㅇ 지가조사 5,000,000원

439,5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148,400ㅇ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 148,400,000원

291,100ㅇ 산림서비스증진(유아숲교육 운영) 291,100,000원

03 기금 238,920,735 648,164239,568,899

50,40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50,400ㅇ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50,400,000원

79,516<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79,455ㅇ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79,455,000원

61ㅇ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61,000원

500,00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500,000ㅇ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500,000,000원

1,048<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1,048ㅇ 난임부부지원 1,048,000원

17,200<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17,200ㅇ 결핵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7,200,000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1,918,996,630 1,902,0401,920,898,670

500 보조금 111,164,590 1,902,040113,066,630

510 국고보조금등 111,164,590 1,902,040113,066,630

511 국고보조금등 111,164,590 1,902,040113,066,630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464,590 1,902,04033,366,630

1,900,000<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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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000ㅇ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900,000,000원

2,04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2,040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40,000원

215 균형발전특별회계 228,555,581 2,374,334230,929,915

500 보조금 47,413,852 2,374,33449,788,186

510 국고보조금등 47,413,852 2,374,33449,788,186

511 국고보조금등 47,413,852 2,374,33449,788,186

01 국고보조금 15,182,852 2,374,33417,557,186

2,374,33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2,374,334ㅇ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374,334,000원

30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66,962,096 19,0001,066,981,096

500 보조금 8,372,000 19,0008,391,000

510 국고보조금등 8,372,000 19,0008,391,000

511 국고보조금등 8,372,000 19,0008,391,000

01 국고보조금 8,372,000 19,0008,391,000

19,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9,000ㅇ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9,000,000원

10,000ㅇ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1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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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3,213,926,278 3,206,373,398 7,552,880

(X1,287,242,654) (X1,279,689,774) (X7,552,88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부서 : 1,965,264,335 1,957,771,101 7,493,234

(X632,659,324) (X625,166,090) (X7,493,234)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963,460,029 1,955,966,795 7,493,234

(X632,659,324) (X625,166,090) (X7,493,234)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862,721,339 1,857,602,439 5,118,900

(X615,203,590) (X610,084,690) (X5,118,900)

단위 :

(일반회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58,769,300 153,650,400 5,118,900

(X25,466,000) (X20,347,100) (X5,118,9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18,900

5,118,900,000원 = 5,118,900(X5,118,900)ㅇ 담임교사지원비,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

보육시설 확충 79,640,334 77,266,000 2,374,334

(X13,590,334) (X11,216,000) (X2,374,334)

단위 :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77,374,334 75,000,000 2,374,334

(X12,324,334) (X9,950,000) (X2,374,334)

(21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374,334

2,374,334,000 = 2,374,334(X2,374,334)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부서 : 165,897,721 165,838,075 59,646

(X38,972,468) (X38,912,822) (X5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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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정책 : 165,559,077 165,499,431 59,646

(X38,972,468) (X38,912,822) (X59,646)

아이돌봄서비스 증진 51,454,903 51,404,503 50,400

(X19,620,082) (X19,569,682) (X50,400)

단위 :

(일반회계)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4,160,016 4,109,616 50,400

(X415,128) (X364,728) (X50,4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400

50,400,000원 = 50,400(X50,400)ㅇ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79,276,610 79,267,364 9,246

(X15,385,534) (X15,376,288) (X9,246)

단위 :

(일반회계)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63,380 954,134 9,246

(X295,486) (X286,240) (X9,246)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9,246

9,246,000원 = 9,246(X9,246)ㅇ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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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 1,013,199,092 1,011,219,576 1,979,516

(X277,069,138) (X275,089,622) (X1,979,516)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부서 : 43,462,974 41,562,974 1,900,000

(X2,600,000) (X700,000) (X1,900,000)

캠퍼스타운 활성화정책 : 43,432,579 41,532,579 1,900,000

(X2,600,000) (X700,000) (X1,900,000)

캠퍼스타운 조성 20,101,660 18,201,660 1,900,000

(X2,600,000) (X700,000) (X1,900,000)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600,000 700,000 1,900,000

(X2,600,000) (X700,000) (X1,900,000)

(20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00,000

1,900,000,000원 = 1,900,000(X1,900,000)ㅇ 안암 어울림센터 및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부서 : 53,089,669 53,010,153 79,516

(X9,010,598) (X8,931,082) (X79,516)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정책 : 37,196,639 37,117,123 79,516

(X2,274,084) (X2,194,568) (X79,516)

도시농업육성 지원 17,435,706 17,356,190 79,516

(X2,274,084) (X2,194,568) (X79,516)

단위 :

(일반회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141,503 62,048 79,455

(X141,503) (X62,048) (X79,45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9,455

79,455,000원 = 79,455(X79,455)ㅇ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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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5,061 5,000 61

(X5,061) (X5,000) (X6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1

61,000원 = 61(X61)ㅇ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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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8,248,509,578 8,244,176,229 4,333,349

(X4,171,805,052) (X4,167,471,703) (X4,333,34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부서 : 3,754,465,095 3,754,397,095 68,000

(X1,586,909,479) (X1,586,841,479) (X68,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2,778,883,461 2,778,815,461 68,000

(X1,586,855,904) (X1,586,787,904) (X68,000)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006,629,086 1,006,561,086 68,000

(X733,692,500) (X733,624,500) (X68,000)

단위 :

(일반회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4,990,665 4,922,665 68,000

(X3,356,000) (X3,288,000) (X68,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8,000

68,000,000원 = 68,000(X68,000)ㅇ 일반수급자 해산장제급여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부서 : 349,460,841 349,110,841 350,000

(X52,256,400) (X51,906,400) (X350,0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 349,403,377 349,053,377 350,000

(X52,256,400) (X51,906,400) (X350,000)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244,591,618 244,241,618 350,000

(X52,256,400) (X51,906,400) (X350,000)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21,532,114 21,182,114 350,000

(X13,679,000) (X13,329,000) (X3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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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비지원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2,585,587,488 2,582,979,339 2,608,149

(X1,969,052,972) (X1,966,444,823) (X2,608,149)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2,576,148,207 2,573,540,058 2,608,149

(X1,969,052,972) (X1,966,444,823) (X2,608,149)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2,238,718,539 2,236,539,148 2,179,391

(X1,934,203,468) (X1,932,024,077) (X2,179,391)

단위 :

(일반회계)

기초연금 지급 2,236,405,853 2,234,226,462 2,179,391

(X1,934,203,468) (X1,932,024,077) (X2,179,39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79,391

2,179,391,000원 = 2,179,391(X2,179,391)ㅇ 기초연금지급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5,769,551 35,340,793 428,758

(X3,828,508) (X3,399,750) (X428,758)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557,508 128,750 428,758

(X557,508) (X128,750) (X428,75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8,758

428,758,000원 = 428,758(X428,758)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260,710,479 260,710,279 200

(X57,535,874) (X57,535,674) (X200)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259,742,423 259,742,223 200

(X57,535,874) (X57,535,674)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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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2,005,000 2,004,800 200

(X200) (X200)

단위 :

(일반회계)

2020년 전국 희망나눔사업 200 0 200

(X200) (X200)

(100-301-12) 기타보상금 200

200,000원 = 200(X200)ㅇ 희망나눔챌린지 응모자 참가비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769,229,081 767,922,081 1,307,000

(X314,427,447) (X313,120,447) (X1,307,00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767,052,369 765,745,369 1,307,000

(X314,427,447) (X313,120,447) (X1,307,00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738,905,746 738,098,746 807,000

(X312,862,296) (X312,055,296) (X807,000)

단위 :

(일반회계)

장애수당-기초 19,173,000 18,584,000 589,000

(X9,881,000) (X9,292,000) (X589,000)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89,000

589,000,000원 = 589,000(X589,000)ㅇ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등 11,212,000 10,994,000 218,000

(X5,715,000) (X5,497,000) (X218,000)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18,000

218,000,000원 = 218,000(X218,000)ㅇ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6,576,021 6,076,021 500,000

(X1,565,151) (X1,065,151) (X500,00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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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500,000 1,000,000 500,000

(X1,500,000) (X1,000,000) (X500,000)

(100-401-01) 시설비 500,000

500,000,000원 = 500,000(X500,000)ㅇ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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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문화본부 593,550,512 593,520,512 30,000

(X155,327,885) (X155,297,885) (X3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부서 : 76,387,466 76,357,466 30,000

(X20,784,770) (X20,754,770) (X30,000)

문화예술진흥정책 : 76,340,597 76,310,597 30,000

(X20,784,770) (X20,754,770) (X30,000)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7,671,500 7,641,500 30,000

(X100,000) (X70,000) (X3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 K-POP 공연(도심 속 산사음악회) 100,000 70,000 30,000

(X100,000) (X70,000) (X3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30,000,000원 = 30,000(X30,000)ㅇ 2020 서울 K-POP 공연(도심 속 산사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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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802,409,750 800,931,092 1,478,658

(X349,157,556) (X347,678,898) (X1,478,658)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부서 : 315,097,590 313,618,932 1,478,658

(X203,441,289) (X201,962,631) (X1,478,658)

기후변화 총괄 대응정책 : 313,839,485 312,360,827 1,478,658

(X203,441,289) (X201,962,631) (X1,478,658)

에너지이용 합리화 31,563,453 30,084,795 1,478,658

(X17,850,164) (X16,371,506) (X1,478,658)

단위 :

(일반회계)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13,408,522 12,045,994 1,362,528

(X13,408,522) (X12,045,994) (X1,362,528)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62,528

1,362,528,000원 = 1,362,528(X1,362,528)ㅇ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공공의료시설(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1,047,573 931,443 116,130

(X1,047,573) (X931,443) (X116,13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6,130

116,130,000원 = 116,130(X116,130)ㅇ 공공의료시설(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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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6,539,715,503 6,505,857,266 33,858,237

(X2,219,597,346) (X2,185,739,109) (X33,858,237)

행정국 자치행정과부서 : 6,276,491,313 6,242,633,076 33,858,237

(X2,219,597,346) (X2,185,739,109) (X33,858,237)

긴급재난지원정책 : 2,540,139,561 2,506,281,324 33,858,237

(X2,217,174,808) (X2,183,316,571) (X33,858,237)

긴급재난지원 2,540,139,561 2,506,281,324 33,858,237

(X2,217,174,808) (X2,183,316,571) (X33,858,237)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540,139,561 2,506,281,324 33,858,237

(X2,217,174,808) (X2,183,316,571) (X33,858,23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858,237

33,858,237,000원 = 33,858,237(X33,858,237)ㅇ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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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



시민건강국 592,348,605 586,999,357 5,349,248

(X166,722,006) (X161,372,758) (X5,349,248)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부서 : 149,558,514 149,557,466 1,048

(X54,159,213) (X54,158,165) (X1,048)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149,474,461 149,473,413 1,048

(X54,140,838) (X54,139,790) (X1,048)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79,043,331 79,042,283 1,048

(X34,774,726) (X34,773,678) (X1,048)

단위 :

(일반회계)

난임부부 지원 7,290,789 7,289,741 1,048

(X2,708,310) (X2,707,262) (X1,04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48

1,048,000원 = 1,048(X1,048)ㅇ 난임부부지원사업(국가형)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부서 : 149,056,017 143,707,817 5,348,200

(X68,806,430) (X63,458,230) (X5,348,200)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148,874,611 143,526,411 5,348,200

(X68,769,450) (X63,421,250) (X5,348,200)

생활보건 예방관리 116,743,149 111,394,949 5,348,200

(X53,734,076) (X48,385,876) (X5,348,200)

단위 :

(일반회계)

결핵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713,830 2,696,630 17,200

(X2,713,830) (X2,696,630) (X17,2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200

17,200,000원 = 17,200(X17,200)ㅇ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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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

5,331,000 0 5,331,000

(X5,331,000) (X5,331,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331,000

5,331,000,000원 = 5,331,000(X5,331,000)

ㅇ 19-61세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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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34,734,462 34,729,462 5,000

(X1,866,576) (X1,861,576) (X5,00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부서 : 1,867,304 1,862,304 5,000

(X941,576) (X936,576) (X5,000)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정책 : 1,787,674 1,782,674 5,000

(X941,576) (X936,576) (X5,000)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1,707,874 1,702,874 5,000

(X941,576) (X936,576) (X5,000)

단위 :

(일반회계)

지가조사 468,946 463,946 5,000

(X458,946) (X453,946) (X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

5,000,000원 = 5,000(X5,000)ㅇ 자치구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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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639,322,565 638,881,025 441,540

(X26,003,314) (X25,561,774) (X441,54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83,988,225 83,986,185 2,040

(X5,899,240) (X5,897,200) (X2,04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83,591,796 83,589,756 2,040

(X5,899,240) (X5,897,200) (X2,040)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
계)

47,498,540 47,496,500 2,040

(X4,922,040) (X4,920,000) (X2,040)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922,040 4,920,000 2,040

(X4,922,040) (X4,920,000) (X2,040)

(205-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40

2,040,000원 = 2,040(X2,040)

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 비용보조(종로구 등 3개구)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70,950,154 70,510,654 439,500

(X11,446,211) (X11,006,711) (X439,5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70,692,108 70,252,608 439,500

(X11,446,211) (X11,006,711) (X439,500)

생태계 보전사업 49,992,204 49,552,704 439,500

(X11,116,211) (X10,676,711) (X439,500)

단위 :

(일반회계)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 649,376 500,976 148,400

(X518,413) (X370,013) (X148,4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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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148,400,000원 = 148,400(X148,400)ㅇ 숲해설 운영용역

산림서비스증진(유아숲 운영) 1,744,600 1,453,500 291,100

(X1,017,850) (X726,750) (X291,1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1,100

291,100,000원 = 291,100(X291,100)ㅇ 유아숲교육 운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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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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