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서울시 살림살이

2019



한눈에 보는 

서울시 살림살이

2019



Part 1     서울시 현황

Part 2     세입과 세출

Part 3     기금운영

Part 4     재무제표

Part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차이

Part 6     자산과 공유재산의 차이

Part 7     재무지표 분석

Part 8     서울시정 주요성과

CONTENTS

3

6

14

16

24

26

28

32



3

6

14

16

24

26

28

32

3

Part 

1

자료출처 : 서울시 통계연보

(2019. 12. 31. 기준)

기본현황

 한눈에 보는 서울시 살림살이      2019 알기 쉬운 서울시 결산   

서울시 현황

자치구

25개

반

95,881개

인구수

9,729,107명

면적

605.25(㎢)

행정동

424개

통

12,749개

1인당 세출총액

384만 원

주택보급률

95.9%

공공도서관

173개

자동차등록대수

3,128,523대

여성복지시설

51개소

자전거도로

916㎞

1인당 공원면적

16.80㎡

주차장수

306,438개소

의료기관

17,656개

1인당 세부담액

210만 원

가구수

3,838,934 가구

보육시설

5,698개

노인여가복지시설수

3,943개소

재정자주도

78.0%
지역내총생산(’18)

422조 3,950억 원

재정자립도

76.5%

119구조활동건수

163,110건

사업체수

823,3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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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 체계

구분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시의회 공무원 

수
(현원)실 본부 국 관·단 과·담당관 사업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위원회 실 담당관

전문
위원실

행정조직 6 5 10 14 154 3 32 47 3 1 5 11 18,040

단위 : 개소/명

서울시 조직

시장보고

결산검사

시의회 결산 
심사·승인

2018. 7. ~ 2018. 12.
예산 편성·심의·의결

1

2019. 1. ~ 2019. 12.
예산 집행

2

2020. 1. ~ 2020. 6.
예산 결산

3

공개

재무회계 결산

•재무제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예산회계 결산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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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회계현황

서울시 
예산유형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적 일반활동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회계

특별회계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

기금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용도로 재산이나 자금을 

적립하여 운영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기후변화기금

•사회투자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성평등기금

•자원회수관련 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도시재생기금

기금 16 개 분야공기업 특별회계 2 개 분야

•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9 개 분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신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

2019 회계연도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회계의 

신설 및 변동



•2019년도의 서울시 살림살이는 예산현액1) 40조 948억 원2) 보다 

    세입은 많고, 세출은 적어 흑자로 운영되었습니다.

•최종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 후 채무 등 부채상환과 

    각종 사업비 재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1)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2) 결산은 원 단위까지 실시하므로, 이 보고서에 표기된 금액과는 단위차이가 있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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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결산상잉여금
(세입과 세출의 차액)

4조 3,488억 원

세입
(서울시가 받은 돈)

41조 6,748억 원

세출
(서울시가 사용한 돈)

37조 3,260억 원

지방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채

지방교부세 

특별회계

10조 9,950억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1조 2,515억 원)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1,128억 원)을 제외한 최종잔액인 

순세계 잉여금은 2조 9,84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28조 9,755억

특별회계

12조 6,993억

일반회계

26조 3,309억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보건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2019년 세입·세출 결산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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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결산

2019 회계연도 세입은 41조 6,748억 원으로 예산현액 40조 948억 원의 3.9%인 1조 5,800억 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20조 4,581억 원)이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순입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1조 3,170억 원), 근로자, 임금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5,673억 원), 그 외 재산세·지방소비세 등(3,525억 원)의 

초과징수가 주요 요인입니다.

설명!

지방세

20조 4,581억 원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조 2,703억 원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

3조 8,025억 원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등

지방채

1조 9,114억 원

•지방채증권

•정부자금채, 금융기관채

지방교부세

2,027억 원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보조금

6조 298억 원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49.1% 22.2%

14.5%

9.1%

0.5%

세입 총 수납액

41조 6,748억 원

전년대비 3조 5,627억(9.3%)증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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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   5조 4,681억 원      

 보전수입 등   3조 8,022억 원     

지방교부세   2,027억 원

지방채

1조9,114억 원

국고보조금등   6조 298억 원    

국내차입금   1조 9,114억 원    

세외수입

3조8,025억 원

                                                                                   지방소득세   5조 8,059억 원  

                                                                                      취득세   5조 5,908억 원   

                                     재산세   2조 8,411억 원   

                       지방소비세   1조 9,283억 원  

          자동차세   9,401억 원

   주민세   5,790억 원     

  담배소비세   5,654억 원    

레저세   1,282억 원   

보통세    18조 3,788억 원

세입 주요항목

보조금

6조 298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조2,703억 원

지난연도 수입    2,263억 원

   목적세    1조 8,530억 원

                   지방교육세   1조 5,63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893억 원

지방교부세

2,027억 원

지방세

20조4,581억 원

                    경상적세외수입   2조 7,92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조 101억 원     

일반공공행정

6조 9,27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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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40조 948억 원의 93.1%인 37조 3,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9,905억 원

(8.7%)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분야 별로는 취약계층 및 영유아보육 등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고, 그 외 

행정분야, 교통분야, 교육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설명!

지출 총액

37조 3,260억 원

전년대비 2조 9,905억 원(8.7%)증가

18.6%

11.1% 9.9%

6.3%

4.7%

8.3%

2.9%2.4%문화 및 관광

8,878억 원

보건

4,516억 원

산업·중소기업

3,708억 원
농림해양수산

278억 원

과학기술

31억 원

세출 결산

사회복지

12조 5,304억 원

교육

3조 6,928억 원

33.6%
일반공공행정

6조 9,276억 원

수송 및 교통

4조 1,434억 원

환경보호

2조 3,5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조 1,001억 원

기타

1조 7,5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조 882억 원

1.0%
0.1%

1.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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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재정지원   5조 2,710억 원   

              재정·금융   1조 85억 원      

       일반행정   6,244억 원 

 입법 및 선거관리   237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2조 4,148억 원  

                   도로   1조 1,090억 원   

      도시철도   6,196억 원   

                                                                   산업진흥·고도화   3,511억 원   

                                                               무역 및 투자유치   170억 원

                                                               산업·중소기업일반   27억 원   

서울시 세출 분야별 현황

                                                                      취약계층지원   4조 4,4017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   2조 7,215억 원   

                                          노인·청소년   2조 6,259억 원   

                                         주택   2조 5,275억 원   

   노동   2,179억 원   

사회복지 일반   359억 원   

사회복지

12조 5,304억 원

일반공공행정

6조 9,276억 원

수송 및 교통

4조 1,434억 원

교육

3조 6,928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3조 6,771억 원   

평생·직업교육   157억 원   

                                             지역 및 도시   2조 7,920억 원   

        수자원   2,902억 원   

산업단지   17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조 1,00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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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진흥·고도화   3,511억 원   

                                                               무역 및 투자유치   170억 원

                                                               산업·중소기업일반   27억 원   

산업·중소기업

3,708억 원

                      상하수도·수질   1조 6,213억 원   

    대기   3,928억 원  

 폐기물   1,846억 원    

 환경보호 일반   1,007억 원   

자연   532억 원   

 

환경보호

2조 3,525억 원

                      기타   1조 7,500억 원  
기타

1조 7,500억 원

                소방   1조 390억 원   

 재난방재·민방위   481억 원   

경찰   12억 원

                        문화예술   2,925억 원  

                       체육   2,416억 원   

                      문화재   2,119억 원   

                   문화 및 관광 일반  770억 원   

                   관광   647억 원   

      보건의료   4,414억 원   

식품의약안전   102억 원   

보건

4,516억 원

농업·농촌   278억 원   

과학기술  31억 원

농림해양수산

278억 원

과학기술

3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조 882억 원

문화 및 관광

8,87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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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별 세입·세출 추이

세입·세출 분석

12조

10조

8조

6조

최근 5년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 대비 41.5%인 8조 4,92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일반회계가 2015년 대비 42.7% 증가하는동안 특별회계는 

55.4%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명!

30조

25조

20조

15조

45조

40조

35조

30조

25조

20조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일반회계

전체

특별회계

최근 5년간 세입·세출액 규모 추이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정규모를 보면, 세입은 2015년 28조 7,156억 원에서 2019년 41조 6,748억 원으로 12조 9,592억 원

(45.1%) 증가하고, 세출은 2015년 25조 5,216억 원에서 2019년 37조 3,260억 원으로 11조 8,043억 원(46.3%) 증가하였습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28조 7,156억 원    

32조 5,900억 원    

35조 2,459억 원    

38조 1,121억 원    

41조 6,748억 원    

25조 5,216억 원

28조 7,514억 원    
31조 147억 원

34조 3,355억 원    

37조 3,260억 원    

20조 4,828억 원    

23조 192억 원    
24조 7,471억 원    

27조 948억 원    

28조 9,755억 원    

18조 4,480억 원    

20조 6,838억 원    
22조 776억 원    

24조 6,988억 원    

26조 3,309억 원    

8조 2,328억 원    

9조 5,707억 원    

10조 4,988억 원    
11조 173억 원    

12조 6,993억 원    

7조 736억 원    

8조 676억 원    
8조 9,372억 원    

9조 6,367억 원    

10조 9,9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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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세입 항목별 구성비

서울시의 세입 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의 수요 증가로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2015년 13.1% → 2019년 14.5%)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세출 분야별 구성비

세출 재원은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사회복지비의 구성비율이 매년 증가(2015년 31.4%→ 

2019년 33.6%)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도(2015년 17.7%→ 2019년 18.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

2018

2017

2016

2015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조 20조 30조 40조

41조 6,748억 원    

38조 1,121억 원    

35조 2,459억 원    

32조 5,900억 원    

28조 7,156억 원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그 외 분야

10조 20조 30조

2019

2018

2017

2016

2015

37조 3,260억 원    

34조 3,355억 원    

31조 147억 원    

28조 7,514억 원    

25조 5,216억 원    



기금 운영
Part 

3

최근 5년간 기금조성 추이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 연도말 현재 3조 5,462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 중입니다.

예치금

2조 1,380억 원

예탁금예탁금

2조 489억 원

타회계전입금

9,365억 원    

융자금회수

2,950억 원  

기타

1,733억 원    

차입금상환

1조 1,957억 원        

융자사업

4,897억 원    

일반사업비

2,711억 원    

기타

890억 원     

예탁금

1조 8,660억 원      

예치금

1조 6,802억 원

연도말조성액조성 사용

(단위 : 억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조

4조

3조

2조

1조

3조 8,331억 원    

1조 512억 원    

1조 1,788억 원    

4조 112억 원    

1조 1,141억 원    

9,360억 원    

3조 7,409억 원    

1조 881억 원    

1조 3,584억 원    

4조 1,869억 원    

1조 1,120억 원    

1조 5,580억 원    

3조 5,462억 원    

2조 455억 원    

1조 4,048억 원    

2019년 기금 조성내역

2018년말 조성액

4조 1,869억 원

조성

1조 4,048억 원

사용

2조 455억 원

2019년말 조성액

3조 5,462억 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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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말 서울시 기금조성액은 총 3조 5,46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3%인 6,40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이 9,365억 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2,950억 원 등이며, 기금지출은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상환이 1조 1,957억 원,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 7,608억 원 등입니다.

설명!

기금 종류별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8년말

조성액

2019회계연도 증감액 2019년말

조성액계 조성 사용

합계 41,869 △6,407 14,048 20,455 35,462

1. 재정투융자기금 23,141 △5,346 1,176 6,522 17,795

2.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1,702 △249 2,815 3,064 1,453

•투자계정 75 161 215 54 235

3. 식품진흥기금 661 △9 34 43 652

4. 기후변화기금 779 164 212 49 942

5. 사회투자기금 89 43 220 177 132

6. 도로굴착복구기금 145 36 405 369 181

7. 성평등기금 243 1 11 10 244

8.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278 △66 237 304 212

•수도권매립

   환경개선계정
3 - 225 225 3

9. 사회복지

    기금

•노인복지계정 134 △4 4 8 130

•장애인복지계정 257 △3 22 25 254

•자활계정 79 1 9 8 80

•주거지원계정 80 △41 101 141 39

10. 체육진흥기금 571 △12 104 115 560

11. 감채기금 6,163 △1,902 6,316 8,218 4,262

12. 재난관리

      기금

•재난계정 4,310 625 1,405 780 4,935

•구호계정 2,798 17 71 54 2,815

13. 남북교류협력기금 142 182 255 73 324

14. 대외협력

      기금

•국내협력계정 45 △8 26 34 37

•국제협력계정 37 12 35 23 49

15. 지역개발기금 58 1 1 - 59

16. 도시재생기금 79 △10 148 15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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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기업처럼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하여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를 집계한 재무보고서를 의미합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의회 승인절차를 거친 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순자산은 기업회계에서 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

•서울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방세수입 등 재정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익은 30조 6,040억 원이며, 

    총비용은 30조 228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차액(재정운영결과)은 5,812억 원(흑자)으로      

나타나, 지난 1년간 우리시 살림살이는 양호하였습니다. 

설명!

Part 

4 재무제표

재무제표란?

2019 서울시 재무제표 요약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 모든 재산과 그 원천을 

   종류별로 나누어 기록한 표

자산 = 부채 + 순자산 수익 = 비용 + 운영결과

• 1년 동안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 명세를 표시

•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자산자산

138138조조

8,6298,629억 원억 원

수익수익

3030조조

6,0406,040억 원억 원

부채

10조

4,559억 원

순자산순자산

128128조조

4,0704,070억 원억 원

비용비용

3030조조

228228억 원억 원

기말순자산기말순자산

128128조조

4,0704,070억 원억 원

기초순자산

127조

5,774억 원

재정운영결과

5,812억 원

순자산증가

8,501억 원

순자산감소

6,017억 원

재정운영결과

5,8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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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은 이윤창출이 주목적이므로 미래에 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이 재무제표에 주로       

표시되며, 자산회전율이 높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많은 특징이 있는 반면,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는 경제적인  

효익의 창출 보다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므로 도로나 도시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나 구축물과 같은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

한편, 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토지(53.0%), 구축물(19.0%), 투자자산(12.6%), 유동자산(5.2%), 건물(5.0%), 건설중

인자산(3.8%), 기타자산(1.4%) 순입니다.

2019 서울시 자산 현황

2019회계연도 서울시 총자산은 138조 8,629억 원이며 사회기반시설(57.0%), 주민편의시설(18.5%), 투자자산(12.6%), 

일반유형자산(6.2%), 유동자산(5.2%)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자산(계)

138조 8,629억 원

사회기반시설 

79 조 조 1,396억 원

(도로·도시철도·상수도 등)

26조 
3,502

7조 
2,149

5조 
2,587

4,623 2,088 1,24473조 
5,950

17조 
5,069

6조 
9,727

8,746 2,944

주민편의시설 

25 조 조 6,470억 원

(공원·주차장, 의료시설 등)

투자자산 

17조 조 5,0695,069억 원

(유가증권,장기융자금등)

일반유형자산 

8 조 조 5,7575,757억 원

(업무용 청사·토지·비품 등)

유동자산 7조 조 2,1492,149억 원

(현금및예금, 미수세금 등)

57.0%

18.5%

12.6%

6.2%
5.2%

구축물

19.0%

토지

53.0%

투자자산

12.6%

유동자산

5.2% 건물

5.0% 건설중인
자산

3.8%

기계장치

0.6%

기타
비유동자산

0.3%
집기비품

0.2%
입목

0.2%
차량운반구

0.1%

0.5%  기타비유동자산 7,788억 원

        (보증금·지적재산권 등)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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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증권(도시철도 및 모집공채)은 도시철도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매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 교량건설 

등에 사용되고, 중앙정부차입금 역시 서민주거용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되었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는 서울시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3조 759억)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 기타유동부채는 자치구 조정교부금(4,194억) 및 서울시교육청전출금(3,767억) 등 미지급금 1조 1,799억 원과 

도시철도공채에서 발생한 미지급이자(917억 원) 등 입니다.

• 한편, 유동성장기차입부채는 도시철도공채 및 중앙정부차입금 중 향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며, 민간

차입금(387억)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입니다.

설명!

한편, 부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철도공채(34.4%), 임대주택보증금(29.4%), 미지급금(11.6%), 모집공채(10.3%),  

중앙정부차입금(8.2%), 세입세출외현금(1.6%), 선수금(0.9%), 그 외 퇴직급여충담금 등 기타부채(3.6%)로 구성됩니다.

2019 서울시 부채 현황

2019 회계연도 서울시 총부채는 10조 4,559억 원이며 계정별로 분류시 지방채증권(39.2%), 기타비유동부채(31.7%), 

기타유동부채(15.0%), 장기중앙정부차입금(7.9%), 유동성장기차입부채(5.8%), 민간차입금(0.4%)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유동부채 

1조 조 5,707억 원

장기중앙정부차입금 

8,246억 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6,109억 원

총부채(계)

10조 4,559억 원

지방채증권 

4조 조 971억 원
39.2%

31.7%

15.0%

7.9%
5.8%

0.4%  민간차입금 

         387억 원

기타비유동부채 

3조 조 3,139억 원

1,642

세입세출외
현금

1.6%

3,016

기타부채

2.8%

387

민간차입금

0.4%

442

퇴직급여
충당금

0.4%

904

선수금

0.9%

8,611

중앙정부
차입금

8.2%

1조 790

모집공채

10.3%

1조 2,082

미지급금

11.6%

3조 759

임대주택보증금

29.4%

3조 5,925

도시철도공채

34.4%

(단위 : 억 원)



19 한눈에 보는 서울시 살림살이      2019 알기 쉬운 서울시 결산   

최근 3년 재정상태 변동 추이

최근 3년 자산변동 추이

최근 3년간 부채변동 추이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지방채증권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최근 3년간 총자산은 138조 8,629억원으로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을 구성하는 계정별 금액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총부채는 10조 4,5599억원으로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를 구성하는 계정별 금액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71,926163,508

17,672

88,493

8,712

236,707

26,004

728,897

26,567

6,681
129조 6,211억 원

7조 8,955억 원

72,149175,069

21,815

85,757

8,633

256,470

33,139

791,396

40,971

7,788

135조 4,849억 원

7조 9,075억 원

72,892162,827

18,998

86,307

8,369

243,834

28,127

783,035

23,581

5,953

138조 8,629억 원

10조 4,559억 원

50조 100조 120조 140조0

12조8조4조0

합계

합계

총자산

2017 20192018

총부채

2017 20192018

135135조 조 4,8494,849억 원억 원

138138조 조 8,6298,629억 원억 원

129조 6,211억 원원

77조 조 9,0759,075억 원억 원

1010조 조 4,5594,559억 원억 원

7조 8,955억 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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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을 포함한 총자산과 총부채 규모 

주택도시공사 

24조 조 7,556억 원

서울시 

10조 조 4,559억 원

서울교통공사 

13조 조 1,991억 원

서울교통공사 

4조 조 6,455억 원

77.7%

13.9%

7.4%

50.9%

32.8%

14.5%

서울시 공사공단 
포함한 총 자산

178조 6,644억 원

서울시 공사공단 
포함한 총 부채

31조 9,095억 원

서울시 

138 조 조 8,629억 원

주택도시공사 

16 조    조    2,482억 원

0.6%  농수산식품공사      1조 조 1,672억 원      

0.7%  농수산식품공사             2,093억 원

0.3%  서울에너지공사             4,820억 원

0.6%  서울에너지공사             1,821억 원

0.1%  시설관리공단                1,977억 원    

0.5%  시설관리공단                1,686억 원

총자산

총부채

• 서울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사·공단을 포함할 경우 총자산은 전년(173조 2,902억 원) 대비 5조 3,742억 원

     증가한 178조 6,644억 원이며, 총부채는 전년(28조 4,112억) 대비 3조 4,983억 원이 증가한 31조 9,095억 원

     입니다.

• 한편, 총자산 178조 6,644억 원에는 서울시가 공사공단에 출자한 16조 302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자금(내부거래)을 제외한 총자산 규모는 162조 6,342억 원입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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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결과

• 2019회계연도 서울시의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는 5,812억 원(흑자) 운영되었으며 지난해(1조 5,105억 원) 대비 

9,293억 원(61.5%) 감소하였습니다.

• 총수익은 30조 6,040억 원으로 지난해(28조 2,824억 원) 대비 2조 3,216억 원(8.2%) 증가하고 총비용은 30조 

   228억 원으로 지난해(26조 7,719억 원) 대비 3조 2,509억 원(12.1%) 증가 하였습니다

• 2019년회계연도 서울시의 재정운영결과를 지난해와 비교하여 보면 

• 총수익은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수익 1조 2,979억, 국고보조금수익 9,307억원 등 총 2조 3,216억원 증가하고

• 총비용은 시비보조금 등 정부간이전비 1조 8,521억, 지방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사업비 4,828억, 사회단체를 

포함한 민간이전비 3,885억원 등 총 3조 2,5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흑자) 규모가 지난해 대비 9,293억원 감소한 것은 총비용은 3조 2,509억(12.1%) 

    증가한 반면 총수익은 2조 3,216억(8.2%)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

30조

6,040억 원 30조

228억 원28조

2,824억 원
26조

7,719억 원

30조

25조

20조

15조

10조

5조

0

총수익 총비용
재정
운영
결과

2018년 2019년

5,812억 원

1조

5,105억 원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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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익 
3,914억 원

정부간이전수익 

6조 4,439억 원

전입금수익       :  3,725억 원

기타수익         :     163억 원

대손충당금환입  :        23억 원

기부금수익       :         4억 원

국고보조금수익             :  5 조 8,939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        2,170억 원

지방교부세수익            :        2,027억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        1,304억 원

서울시 수익 현황 

•2019회계연도 서울시 총수익은 30조 6,040억 원이며, 수익을 계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의 총수익은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와 같은 세외수익 등 자체 조달

수익이 77.6%로 대부분이며 그 외 국고보조금과 같은 정부간이전수익(21.1%)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생  

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등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도 포함되었습니다.

• 한편, 자산 매각으로 인한 현금유입액과 채무 발생시 증가한 현금유입액(수입)은 재정상태표상 각각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로 반영되므로 수익에는 제외됩니다.

설명!

총수익

30조 6,040억 원

자체조달수익 
23 조 조 7,6877,687억 원

지방세수익    :  20 조 6,203억 원

경상세외수익  :    2 조 3,587억 원

임시세외수익  :         7,897억 원

77.6%

2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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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비용은 우리시가 지난 1년간 예산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한 현금 유출액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유·무형자산이 기간경과(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처럼 현금유출이 

없는 금액도 포함되었습니다.

• 반면, 자산취득이나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재정상태표상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로 각각 

반영되므로 총비용에서는 제외됩니다.

설명!

서울시 비용 현황

• 2019회계연도 서울시 총비용 발생액은 30조 228억 원이며, 비용을 계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비용

30조 228억 원 54.0%

21.4%

11.7%

6.5% 6.4%
기타비용 

1조 9,522억 원

인건비 

1조 9,279억 원

정부간이전비용 
16 조 조 2,052억 원

시비보조금       :   7 조 5,838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   4 조 8,735억 원

교육청전출금        :   3조 4,940억 원

교육기관운영보조금등  :         2,538억 원

운영비 

6조 4,233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3조 5,143억 원

위탁대행사업비             :  2 조 8,909억 원

시설장비시설수선유지비  :  1 조 6,639억 원

기타제운영비                  :  1 조 8,685억 원

민간보조금        :  2 조 2,917억 원

출연금및전출금  :  1 조      563억 원

기타이전비용등  :     1,66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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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차이

•차이 원인

•차이 현황 (일반 + 특별 + 기금)

예산회계(A) 재무회계(B)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세입(a) 43조 5,168억 원 수익(a) 30조 6,040억 원

세출(b) 39조  6,258억 원 비용(b) 30조      228억 원

세계잉여금
(=a-b) 3조 8,910억 원

재정운영결과
(=a-b)

 5,812억 원

차액

(A-B)

12조 9,128억 원

9조 6,030억 원

3조 3,098억 원

구분 내용

예산회계 세입액과 세출액을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기준으로 인식하고 장부기록

재무회계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상호 연계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으로 

인식하고 장부기록

2019회계연도 서울시의 세입·세출(예산회계) 결산액과 수익·비용(재무회계)의 차이를 설명

※ 기금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명세서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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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발생 사유

•회계간 전출·입금(내부거래)ㅣ각 회계별 수익과 비용에는 집계되나, 총수익과 총비용에는 제외

•전년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ㅣ전년도에 수익으로 기반영되었으므로 제외

•자산 취득비 및 처분수입ㅣ자산의 증가(감소)로 재무상태표에 반영

•부채상환액, 채무발행액ㅣ부채의 감소(증가)로 재무상태표에 반영

•현금유출입 없는 수익과 비용ㅣ미수세금,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을 수익과 비용에 반영

•회계간 전출금(내부거래) 

•자산취득(토지, 건물, 융자금, 출자금 등)

•부채상환액(채무, 임대보증금 등 상환)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감가상각비 등)

5조 9,349억 원

4조 4,571억 원

8,738억 원

▲ 1조 6,628억 원 

비용

30조 228억 원

차액(A-B)

9조 6,030
억 원

세출

39조 6,258억 원

•회계간 전입금(내부거래)  

•전년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부채발생으로 인한 현금유입  

•재산매각 등 자산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

•기부금 등 순자산 증가로 인한 현금유입

•현금유입없는수익(징수결정액과수납액차이등)  

5조 9,349억 원

5조 9,146억 원

2조      231억 원

6,262억 원

786억 원

▲ 1조 6,646억 원

수익

30조 6,040억 원

차액(A-B)

12조 9,128
억 원

세입

43조 5,16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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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내역

구분 차액(A-B) 세부내역

금액 8조 3,551

•건설중인 자산                                       5조 2,599
•회계기준 차이(공기업, 사용수익권, 등기전 자산 등)    2조 4,310
•물품(집기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6,298
•전산소프트웨어                                                    344

(단위 : 억 원)

구분 내용

자산
(재무제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반영(건설중인자산, 물품, 전산소프트웨 등)

•공기업특별회계(재무제표) 자산가액 인용, 사용수익권(BTO자산) 인식

공유재산
(현재액보고서)

•등기된 재산만 대상, 공기업(상·하수도)자산 재평가액 미반영 및 물품 제외

※공통 •감가상각 적용, 유가증권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차이 현황 (일반 + 특별 + 기금)

재무제표 자산(A) 공유재산 현재액보고서(B)

구분 금액(a) 재산종류 금액(a)

계(a+b+c) 129조 7,037 계(a+b+c) 121조 3,486
소계(a) 113조 3,623 소계(a) 105조 436

일반유형자산 8조 5,757
토지 73조 867

공작물 24조 644

주민편의시설 25조 6,470
건물 6조 9,672

기계기구 6,723

사회기반시설 79조 1,396
입목죽 2,174

선박, 항공기 356

투자증권(b) 16조 1,944 유가증권(b) 16조 1,944

무형자산 등(c) 1,470 무체재산 등(c) 1,106

차이(A-B)

금액
(C)

비율
(C/A*100)

8조 3,551 6.4

8조 3,187 7.3

- -

364 24.8

(단위 : 억 원)

Part 

6 자산(재무제표)과 공유재산의 차이

•차이 원인

2019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상 재무제표의 자산과 공유재산의 차이를 설명

※재무제표의 자산과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의 재산이 상호 연계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함(현금 및 예금, 미수세금, 채권 등은 제외)



27 한눈에 보는 서울시 살림살이      2019 알기 쉬운 서울시 결산   

•세부내용

•차이내역

공유재산

(현금주의·단식부기)

121조 3,486억 원

차액

8조 3,551
억 원

자산

(발생주의·복식부기)

129조 7,037억 원

건설중인 자산 5조 2,599억 원

회계기준 차이 2조 4,310억 원

물품(집기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6,298억 원

전산소프트웨어 344억 원

자산과 공유재산의 차이발생 사유

•건설중인자산ㅣ자산의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등기전 재산이므로 공유재산에는 제외

•회계기준 차이ㅣ 공유재산은 공기업처럼 재평가(공시지가 반영)하지 않고, BTO재산에 대해서도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는 등 장부상 금액 차이 발생

•물품 및 기타ㅣ 건설 중인 자산처럼 물품(집기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 및 전산소프트웨어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자산(재무제표)에 반영하나 공유재산에는 제외

62.9%

29.1%

7.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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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무지표 분석

유동자산 : 향후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유동부채 : 향후 1년 이내 만기일이 도래하는 부채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2015 2016 2017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시 타광역시(평균)

서울시          타광역시

24.99
29.57

28.10
30.12

34.07

29.45

36.27

24.57 26.06

30.24

서울시는 재무제표 작성결과를 토대로 재정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여러 재무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19회계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타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평균값과 

상호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서울시 타광역시(평균)

2018 2019 2018 2019

5.84%

26.06%

6.69%

30.12%

6.87%

34.07%

7.53%

30.24%

서울시          타광역시

2015 2016 2017 2018 2019

7.25   

5.37  

7.18    

6.08    

6.74    

6.09    

6.69    

6.87    

5.84    

7.53    

(단위 : %)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대비 부채 비율이 1.69% 

증가하여, 타광역시(평균)와 비교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도시철도 확충 및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 등 시설투자를 위한 채무 발행액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설명!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은 낮을수록 단기 채무상환에 대한 압박이 적고, 단기지급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의 유동부채 비율은 지난해 대비 4.18% 증가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타광역시와 비교시 여전히 낮은(양호한) 수준입니다.

설명!

서울시          타광역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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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산총액을 주민 수로 나눈 값주민 1인당 총자산

2015 2016 2017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서울시 타광역시(평균)

13,874
천 원

14,273
천 원

13,925
천 원

14,746
천 원

서울시          타광역시

12,318  

12,760    

13,150   

13,874 
14,273 

12,848   

13,184    

13,636    

13,925   

14,746   

주민 1인당 총자산 규모는 주민 1인당 공급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일수록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도가 높아 총자산 규모가 많으나, 서울시는 주민 1인당 자산규모가 

타광역시(평균)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공지지가 등 자산재평가 없이 

계속하여 취득원가를 적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설명!

서울시          타광역시 (단위 : 천 원)

주민 1인당 총부채 규모는 작을수록 재정안정성이 양호합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시설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채무 발행규모를 확대하였으며, 한편 지난해 

대비 주민 수가 감소하여 타광역시(평균)와 비교시 주민1인당 부채규모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

서울시의 부채총액을 주민 수로 나눈 값주민 1인당 총부채

2015

2018 2019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서울시 타광역시(평균)

서울시          타광역시

810
천 원

1,075
천 원 914

천 원

984
천 원

661  

775  
801    810    

1,075

931   947    

908    914    

984    

서울시          타광역시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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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인당 총비용

서울시의 수익 총액을 주민 수로 나눈 값주민 1인당 총수익

2015

2018 2019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서울시 타광역시(평균)

2,896
천 원

3,146
천 원

2,745
천 원

3,198
천 원

수익 총액을 주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서울시가 벌어들인 돈이므로 많을수록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수익을 

구성하는 금액의 대부분은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므로 반드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주민 1인당 총수익은 전년대비 250천원(8.6%) 증가한 3,146천원으로 타광역시(평균 3,198천원)와 

비교시 52천원 적은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양호한 서울시의 주민 1인당 총수익이 타광역시 보다 적은 것은, 

주민 1인당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규모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설명!

2,447

2,688    

2,896 

2,331  2,598   

2,745

서울시          타광역시 (단위 : 천 원)

서울시의 비용 총액을 주민 수로 나눈 값

2015 2016 2017 2018 2019

2017 2018 2017 2018

서울시 타광역시(평균)

2,741
천 원

3,086
천 원

2,594
천 원

2,992
천 원

서울시          타광역시

2,136
2,283

2,383 

2,594    

2,992    

2,320    
2,449    

2,741    

3,086   

한 해 동안 사용한 총비용을 주민 1인당 규모로 측정한 것으로, 비용은 서울시가 쓴 돈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동시에 시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 주민 1인당 비용은 2,741천원으로 전년대비 292천원 (11.9%) 

증가하여 타광역시 평균과 비교시 148천원(5.7%)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

서울시          타광역시 (단위 : 천 원)

3,198 

2,125   

3,146

2,287  

2,472



31 한눈에 보는 서울시 살림살이      2019 알기 쉬운 서울시 결산   

1,587  
1,691 

1,827    

1,979   

2,119   

1,018  1,067 1,118   1,111  
1,228  

총수익 중 지방세 징수로 발생한 수익을 인구 수로 나눈 값주민 1인당 지방세 수익

2015

2018 2019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서울시 타광역시(평균)

1,979
천 원

2,119
천 원

1,111
천 원

1,228
천 원

서울시          타광역시 (단위 : 천 원)

지방세 종류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타광역시에 비해 부동산 거래량과 공시지가가 높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업(법인)들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법인이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많아 우리시는 타광역시(평균)에 비해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명!

총수익 대비 대비 경상수익 비율

서울시 타광역시(평균)

2018 2019 2018 2019

75.75%

62.27%64.64%

76.75%

서울시          타광역시

2015 2016 2017 2018 2019

78.94   77.75   76.83   76.75   75.75   

65.52  65.31  65.12  
64.64  

62.27  

(단위 : %)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수익 비율은 총수익 중 고정적인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므로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의 경상수익 비율은 타광역시와 

비교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

경상수익 : 지방세+세외수익+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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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시정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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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차보다 빠른 친환경 교통생활 

서울 자전거 따릉이

돌봄 신청부터 관리까지 한번에! 

돌봄SOS센터

시민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 

서울전역 공공와이파이 
S-Net 구축

33 한눈에 보는 서울시 살림살이      2019 알기 쉬운 서울시 결산   

말하자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시스템의 공공 자전거입니다.
 

더하자면!  서울 전역에 자전거 2만5천대, 대여소 1540개소가 

설치돼 있어(2019년 8월 기준) 누적 대여건수 3천1백만건을 

돌파할 만큼 시민 곁의 가장 친근한 생활 교통수단입니다.

2019년 예산 327억 원┃결산 306억 원

말하자면!  기존 복지서비스 자격이 되지 않거나 갑작스 

러운 사고·질병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매니저’가 

방문하여 맞춤형돌봄을 지원합니다.
 

더하자면!  가사·간병부터 병원동행·식사배달·말벗 등 일상 

적 지원까지 맞춤형 8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 5개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 31억 원┃결산 27억 원

말하자면!  세계 최초, 서울 전역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초고속 자가통신망 

S-Net을 구축합니다.
 

더하자면!  S-Net이 구축되면 공공 와이파이, 공유주차, 

스마트 가로등, 치매어르신/아동 실종방지 서비스 등 다양한 

시민체감형 복합서비스가 가능하며, 참신한 아이 디어와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들의 창업·연구 환경도 조성 됩니다.

2019년 예산 47억 원┃결산 43억 원

주거 환경

2019 서울시 10대뉴스

도시·공간

주거 환경

2019 서울시 10대뉴스

도시·공간

0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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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억하면 역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04

말하자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 일제침탈 

아픔이 있는 남산 회현자락 옛 조선신궁터 부근에 샌프란시스코 

교민 등의 모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설치했습 니다.
 

더하자면!  기존 소녀상과 달리 세 명의 소녀상 옆 한 켠을 

비워, 누구나 손을 맞잡아 채움으로써 작품이 완성됩니다.        

‘위안부’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먼 미래세대까지 기억을 고스란히 전하고자합니다.

2019년 예산 8천 5백만 원┃결산 8천 2백만 원

맑고 청량한 서울을 느낄 수 있도록!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06

05

말하자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 복지와 건강을 살피며 주민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하자면!  이제 서울시 전 동(洞)으로 확대된 찾동! 

출산·양육 가정·65세 어르신 가정·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복지 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민 누구나 마을 의제 제안 및 

실행에도 옮길 수 있습니다.

2019년 예산 73억 원┃결산 72억 원

34

말하자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부터의 노출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하자면!  미세먼지연구소 설립,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서울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 276억 원┃결산 212억 원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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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갈수록 커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급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더하자면!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인 소득기준 완화 

및 주거지원 원스톱 온라인포털 ‘서울주거포털’ 등도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9년 예산 386억 원┃결산 386억 원

말하자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새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입니다.
 

더하자면!  공공입대주택은 월 10만 원대, 

민간임대 주택은 주변시세의 85~95% 

가격으로 신축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지역 

주민까지 함께 생각한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서울시가 청년들과 지역주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2019년 예산 1,898억 원┃결산 1,702억 원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도록!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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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말하자면!  밤도깨비야시장은 서울의 명소가 

가진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시켜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서울만의 특색 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서울형 야시장입니다.
 

더하자면!  여의도, 반포, 청계천, DDP

에서 진행되는 밤도깨비야시장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살거리, 청년 셰프들의 

창의적인 푸드트럭 먹거리와 낭만적인 

버스킹 공연 등 시장마다 각기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2019년 예산 24억 원┃결산 24억 원

10
상인-고객-문화를

잇는 장터 축제 

밤도깨비야시장

말하자면!  송파구에 위치한 비어있던 

물류창고가 ‘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인 

「서울책보고」로 리모델링해 개관했습니다.
 

더하자면!  서울책보고에서는 17만여 권의 

헌책들을 중대형 중고서점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북카페·북콘서트·북마켓 등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19년 예산 10억 원┃결산 10억 원

09
책이 보물이 되는 복합문화공간 

서울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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