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2019년도 재정투융자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비 지원 및 공사공단 융자 지원

나. 변경요지

공사공사 융자금 193,000백만원 및 예수금 원금상환 30,120백만원 증가
예탁금 76,700백만원, 예치금 90,400백만원 등 감소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994,447,299,000

1,050,468,214,000

56,020,915,000

6%

994,447,299,000

1,050,468,214,000

56,020,915,000

6%

일반공공행정

994,447,299,000

1,050,468,214,000

56,020,915,000

6%

재정ㆍ금융

994,447,299,000

1,050,468,214,000

56,020,915,000

6%

재무활동(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994,447,299,000

1,050,468,214,000

56,020,915,000

6%

내부거래지출(재정투융자기금)

764,524,299,000

910,944,299,000

146,420,000,000

19%

764,524,299,000

910,944,299,000

146,420,000,000

19%

193,000,000,000

193,000,000,000

193,000,000,000

193,000,000,000

331,100,000,000

254,400,000,000

△76,700,000,000

△23%

331,100,000,000

254,400,000,000

△76,700,000,000

△23%

433,424,299,000

463,544,299,000

30,120,000,000

7%

합

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기금.특별회계융자지원
501 융자금
501-03 공사ㆍ공단등융자금
704 예탁금
704-01 예탁금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변경일

사 유

2019.12.16

교통공사 1750억원 및 에너지공사 180억원 융자

2019.07.05

교통관리계정 예탁금 감소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705-01 예수금원금상환

416,171,200,000

446,291,542,000

30,120,342,000

7%

2019.07.05

재정비촉진계정 등 추가 상환

705-02 예수금이자상환

17,253,099,000

17,252,757,000

△342,000

0%

2019.12.16

예수금원리금 상환함에 있어 천원미만의
부족분으로 인한 예산과목변경 지출

229,923,000,000

139,523,915,000

△90,399,085,000

△39%

여유자금 예치

229,923,000,000

139,523,915,000

△90,399,085,000

△39%

602 예치금

229,923,000,000

139,523,915,000

△90,399,085,000

△39%

229,923,000,000

139,523,915,000

△90,399,085,000

△39%

2019.12.16

공사공단 추가 융자에 따른 예치금 감소

보전지출(재정투융자기금)

602-01 예치금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변경 필요

나. 변경요지

일본 수출규제 및 제일평화시장 화재 관련 융자규모 조정 등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304,058,665,000

415,036,320,000

110,977,655,000

36%

304,058,665,000

415,036,320,000

110,977,655,000

36%

산업ㆍ중소기업

304,058,665,000

415,036,320,000

110,977,655,000

36%

산업금융지원

304,058,665,000

415,036,320,000

110,977,655,000

36%

중소기업 금융지원

288,000,000,000

339,000,000,000

51,000,000,000

18%

중소기업금융지원

288,000,000,000

339,000,000,000

51,000,000,000

18%

250,000,000,000

300,000,000,000

50,000,000,000

20%

250,000,000,000

300,000,000,000

50,000,000,000

20%

501-01 민간융자금

250,000,000,000

300,000,000,000

50,000,000,000

20%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38,000,000,000

39,000,000,000

1,000,000,000

3%

38,000,000,000

39,000,000,000

1,000,000,000

3%

38,000,000,000

39,000,000,000

1,000,000,000

3%

16,058,665,000

76,036,320,000

59,977,655,000

373%

합

계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직접융자
501 융자금

307 민간이전
307-08 이차보전금

재무활동(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변경일

사 유

2019.10.29

제일평화시장 화재 관련 긴급지원 (예비비 510억원
확보)

2019.10.29

제일평화시장 화재 관련 긴급지원 (예비비 510억원
확보)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16,058,665,000

76,036,320,000

59,977,655,000

373%

여유자금 예치

16,058,665,000

76,036,320,000

59,977,655,000

373%

602 예치금

16,058,665,000

76,036,320,000

59,977,655,000

373%

16,058,665,000

76,036,320,000

59,977,655,000

373%

보전지출

602-01 예치금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9.10.29

사 유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액 반영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바이오 산업․투자환경의 변화 및 펀드결성 현황 반영

나. 변경요지

- 재도전지원펀드 : 하반기 펀드 결성 실패에 따른 감액
- 서울바이오펀드 : 바이오 창업,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 투자전략 구사(증액)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업ㆍ중소기업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혁신성장펀드 조성
재도전지원펀드 출자
502 출자금
502-01 출자금
제2호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502 출자금
502-01 출자금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7,900,000,000

7,900,000,000

7,900,000,000

7,900,000,000

7,900,000,000

7,900,000,000

7,900,000,000

7,900,000,000

7,900,000,000

7,900,000,000

7,900,000,000

7,900,000,000

4,500,000,000

2,900,000,000

△1,600,000,000

△36%

4,500,000,000

2,900,000,000

△1,600,000,000

△36%

4,500,000,000

2,900,000,000

△1,600,000,000

△36%

3,400,000,000

5,000,000,000

1,600,000,000

47%

3,400,000,000

5,000,000,000

1,600,000,000

47%

3,400,000,000

5,000,000,000

1,600,000,000

47%

사 유

2019.12.26

하반기 펀드 결성 실패에 따른 감액

2019.12.26

바이오 창업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 투자전략
구사(증액)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태양광 융자사업 신청 및 실행 저조

나. 변경요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예산 전용, 태양광 융자사업비 감액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54,124,585,000

54,124,585,000

54,124,585,000

54,124,585,000

54,120,585,000

54,119,785,000

△800,000

0%

51,198,085,000

51,997,285,000

799,200,000

2%

51,198,085,000

51,997,285,000

799,200,000

2%

51,198,085,000

51,997,285,000

799,200,000

2%

여유자금 예치

51,198,085,000

51,997,285,000

799,200,000

2%

602 예치금

51,198,085,000

51,997,285,000

799,200,000

2%

51,198,085,000

51,997,285,000

799,200,000

2%

2,922,500,000

2,122,500,000

△800,000,000

△27%

2,922,500,000

2,122,500,000

△800,000,000

△27%

1,600,000,000

800,000,000

△800,000,000

△50%

1,600,000,000

800,000,000

△800,000,000

△50%

합

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
대기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

602-01 예치금
환경보호일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민간부문)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2019.10.16

사 유

예치금 조정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501 융자금
501-01 민간융자금
에너지합리화사업(민간부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07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타
기타
행정운영경비(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1,600,000,000

800,000,000

△800,000,000

△50%

1,600,000,000

800,000,000

△800,000,000

△50%

1,322,500,000

1,322,500,000

1,322,500,000

1,322,500,000

177,500,000

777,500,000

600,000,000

338%

177,500,000

777,500,000

600,000,000

338%

1,145,000,000

545,000,000

△600,000,000

△52%

1,145,000,000

545,000,000

△600,000,000

△52%

4,000,000

4,800,000

800,000

20%

4,000,000

4,800,000

800,000

20%

4,000,000

4,800,000

800,000

20%

4,000,000

4,800,000

800,000

20%

4,000,000

4,800,000

800,000

20%

4,000,000

4,800,000

800,000

20%

4,000,000

4,800,000

800,000

20%

사 유

2019.10.16

태양광 융자 신청 및 실행 저조로 예산 감액

2019.05.27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비 확보

2019.05.27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비 확보

2019.10.16

기금관리비 부족분 증액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 2019년도 결산 결과, 시금고 예치금 증가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기 위해 통계목 변경 필요

나. 변경요지

○ 2019년도 결산 예치금 반영(예치금 증가)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을 위한 통계목 변경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사회투자기금)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307 민간이전

당초금액
㉮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6,867,500,000

8,522,000,000

1,654,500,000

24%

6,867,500,000

8,522,000,000

1,654,500,000

24%

6,867,500,000

8,522,000,000

1,654,500,000

24%

6,867,500,000

8,522,000,000

1,654,500,000

24%

150,000,000

770,000,000

620,000,000

413%

150,000,000

770,000,000

620,000,000

413%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8 이차보전금

변경금액
㉯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620,000,000

620,000,000

598,650,000

598,650,000

598,650,000

598,650,000

△100%

사 유

2019.11.20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으로 지원하기위한 통계목 변경

2019.11.20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으로 지원하기위한 통계목 변경

2019.05.29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부금 납입(2018.12.31.)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21,350,000

21,350,000

21,350,000

21,350,000

6,717,500,000

7,752,000,000

1,034,500,000

15%

6,717,500,000

7,752,000,000

1,034,500,000

15%

여유자금 예치

6,717,500,000

7,752,000,000

1,034,500,000

15%

602 예치금

6,717,500,000

7,752,000,000

1,034,500,000

15%

6,717,500,000

7,752,000,000

1,034,500,000

15%

401 시설비및부대비
401-01 시설비
재무활동(사회투자기금)
보전지출

602-01 예치금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사 유

2019.05.29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부금 납입(2018.12.31.)

2019.05.29

19년도 결산 결과 시금고 예치금 증가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1차(3.15.)
-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정정
-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 예산 반영: ISP용역
2차(6.14.)
- 도로굴착복구 허가 신청물량 증가

나. 변경요지

:

3차(8.1.)
- 도로굴착복구 허가 신청물량 증가
- 사무관리비 증액
1차(3.15.)
- 예치금: 11,168,519천원 > 12,256,972천원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전면개편 ISP 용역 152,000천원 신설
2차(6.14.)
- 시설비: 23,357,000천원 > 28,278,000천원
3차(8.1.)
- 시설비: 28,278,000천원 > 43,278,000천원
- 사무관리비: 1,000천원 > 5,000천원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34,525,926,000

55,691,972,000

21,166,046,000

61%

34,525,926,000

55,691,972,000

21,166,046,000

61%

34,524,926,000

55,686,972,000

21,162,046,000

61%

34,524,926,000

55,686,972,000

21,162,046,000

61%

도로시설물 관리

23,357,000,000

43,430,000,000

20,073,000,000

86%

도로굴착 복구

23,357,000,000

43,430,000,000

20,073,000,000

86%

23,357,000,000

43,278,000,000

19,921,000,000

85%

23,357,000,000

43,278,000,000

19,921,000,000

85%

합

계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수송및교통
도로

도로굴착복구공사

401 시설비및부대비

사 유

401-01 시설비

23,357,000,000

28,278,000,000

4,921,000,000

21%

2019.06.14

도로굴착복구 허가 신청물량 증가

401-01 시설비

28,278,000,000

43,278,000,000

15,000,000,000

53%

2019.08.01

도로굴착복구 허가 신청물량 증가

152,000,000

152,000,000

152,000,000

152,000,000

152,000,000

152,000,000

2019.03.15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 예산 반영:
ISP용역

11,167,926,000

12,256,972,000

1,089,046,000

10%

11,167,926,000

12,256,972,000

1,089,046,000

10%

11,167,926,000

12,256,972,000

1,089,046,000

10%

11,167,926,000

12,256,972,000

1,089,046,000

10%

11,167,926,000

12,256,972,000

1,089,046,000

10%

2019.03.15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정정

1,000,000

5,000,000

4,000,000

400%

1,000,000

5,000,000

4,000,000

400%

1,000,000

5,000,000

4,000,000

400%

1,000,000

5,000,000

4,000,000

400%

1,000,000

5,000,000

4,000,000

400%

1,000,000

5,000,000

4,000,000

400%

1,000,000

5,000,000

4,000,000

400%

2019.08.01

전문가 자문수당 및 운용심의회 심의수당 확보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207 연구개발비
207-02 전산개발비
재무활동(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보전지출
여유자금예치(도로굴착복구기금)
602 예치금
602-01 예치금
기타
기타
행정운영경비(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9년도 성평등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예치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변경함으로써 가용자원 확보 및 기금의 지원대상(범위) 확대

나. 변경요지

1. 비융자성사업비 93백만원 증액, 예치금 93백만원 감액
2. 세입(예탁금 이자수입) 및 세출(민간경상보조금) 각각 49,980천원 증액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1,109,131,000

1,443,666,000

334,535,000

30%

1,109,131,000

1,443,666,000

334,535,000

30%

1,109,131,000

1,443,666,000

334,535,000

30%

1,109,131,000

1,443,666,000

334,535,000

30%

900,000,000

1,042,980,000

142,980,000

16%

900,000,000

1,042,980,000

142,980,000

16%

공모사업 추진

900,000,000

1,042,980,000

142,980,000

16%

307 민간이전

900,000,000

1,042,980,000

142,980,000

16%

900,000,000

1,042,980,000

142,980,000

16%

209,131,000

400,686,000

191,555,000

92%

209,131,000

400,686,000

191,555,000

92%

209,131,000

400,686,000

191,555,000

92%

209,131,000

400,686,000

191,555,000

92%

합

계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 권익증진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
여유자금예치(성평등기금)

602 예치금

2019.08.14

사 유

기금운용계획 변경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602-01 예치금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당초금액
㉮
209,131,000

변경금액
㉯
400,686,000

증감액
㉰
191,555,000

비율(％)
㉱=㉰/㉮

변경일
92%

2019.08.14

사 유
기금운용계획 변경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금 변경

나. 변경요지

1. 양천자원회수시설 한신청구아파트 노후배관 교체 사업 진행으로 인한 기금 변경
2. 양천자원회수시설 목동아파트 1단지 관리비 및 후생복리비 증액에 따른 기금 변경
3. 노원자원회수시설 학여울 청구아파트 관리비 증액에 따른 기금 변경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22,029,552,000

23,529,552,000

1,500,000,000

7%

22,029,552,000

23,529,552,000

1,500,000,000

7%

환경보호

22,029,552,000

23,529,552,000

1,500,000,000

7%

폐기물

22,029,552,000

23,529,552,000

1,500,000,000

7%

13,683,354,000

16,333,667,000

2,650,313,000

19%

13,683,354,000

16,333,667,000

2,650,313,000

19%

7,339,954,000

7,409,938,000

69,984,000

1%

7,339,954,000

7,409,938,000

69,984,000

1%

7,339,954,000

7,409,938,000

69,984,000

1%

6,343,400,000

8,923,729,000

2,580,329,000

41%

6,343,400,000

8,923,729,000

2,580,329,000

41%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343,400,000

8,843,400,000

2,50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843,400,000

8,923,729,000

80,329,000

합

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307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307 민간이전

사 유

2019.04.23

학여울청구 아파트 관리비 증액

39%

2019.04.23

한신청구아파트 노후배관 교체사업 진행으로 증액

1%

2019.10.16

목동아파트1단지 관리비 및 후생복리비 증액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8,346,198,000

7,195,885,000

△1,150,313,000

△14%

8,346,198,000

7,195,885,000

△1,150,313,000

△14%

여유자금 예치

8,346,198,000

7,195,885,000

△1,150,313,000

△14%

602 예치금

8,346,198,000

7,195,885,000

△1,150,313,000

△14%

602-01 예치금

8,346,198,000

7,276,214,000

△1,069,984,000

△13%

2019.04.23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변경(부족분은 예탁금
15억 추가 회수하여 충당)

602-01 예치금

7,276,214,000

7,195,885,000

△80,329,000

△1%

2019.10.16

목동아파트1단지 관리비 및 후생복리비 증액예
따른 예치금 변경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18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및 자활사업 보고대회 추진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필요

나. 변경요지

'18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및 자활사업 보고대회 추진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필요

:

▶ 예치금 : 2,133,974천원 → 3,328,300천원
▶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 사무관리비 50,000천원 → 20,000천원(감 30,000천원), 민간위탁금 57,000천원 → 87,000천원(증 30,000천원)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2,240,974,000

3,435,300,000

1,194,326,000

53%

2,240,974,000

3,435,300,000

1,194,326,000

53%

2,240,974,000

3,435,300,000

1,194,326,000

53%

2,240,974,000

3,435,300,000

1,194,326,000

53%

107,000,000

107,000,000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107,000,000

107,000,000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107,000,000

107,000,000

50,000,000

20,000,000

△30,000,000

△60%

50,000,000

20,000,000

△30,000,000

△60%

57,000,000

87,000,000

30,000,000

53%

57,000,000

87,000,000

30,000,000

53%

2,133,974,000

3,328,300,000

1,194,326,000

56%

2,133,974,000

3,328,300,000

1,194,326,000

56%

합

계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07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금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자활지원과)

변경일

사 유

2019.11.14

자활사업 보고대회에 추진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30000천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2019.11.14

자활사업 보고대회에 추진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30000천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여유자금 예치

2,133,974,000

3,328,300,000

1,194,326,000

56%

602 예치금

2,133,974,000

3,328,300,000

1,194,326,000

56%

2,133,974,000

3,328,300,000

1,194,326,000

56%

602-01 예치금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9.06.20

사 유

'18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지출추계 반영을 통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자포함) 감액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편성

나. 변경요지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출계획 변경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출계획 변경
사무관리비 편성을 위한 통계목 분리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26,864,907,000

22,326,304,000

△4,538,603,000

△17%

26,864,907,000

22,326,304,000

△4,538,603,000

△17%

26,864,907,000

22,326,304,000

△4,538,603,000

△17%

26,864,907,000

22,326,304,000

△4,538,603,000

△17%

212,407,000

5,323,804,000

5,111,397,000

2406%

212,407,000

5,323,804,000

5,111,397,000

2406%

여유자금 예치

212,407,000

5,323,804,000

5,111,397,000

2406%

602 예치금

212,407,000

5,323,804,000

5,111,397,000

2406%

602-01 예치금

212,407,000

5,323,804,000

5,111,397,000

2406%

주거복지 수준 제고

26,652,500,000

17,002,500,000

△9,650,000,000

△36%

7,650,000,000

5,000,000,000

△2,650,000,000

△35%

7,650,000,000

5,000,000,000

△2,650,000,000

△35%

7,650,000,000

5,000,000,000

△2,650,000,000

△35%

합

계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사회복지
주택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301 일반보상금

2019.10.14

사 유

연말예금잔액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거복지센터 운영

당초금액
㉮

변경금액
㉯

7,650,000,000

5,000,000,000

4,002,500,000

4,002,500,000

4,002,500,000

4,002,500,000

증감액
㉰
△2,650,000,000

비율(％)
㉱=㉰/㉮

변경일
△35%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4,002,500,000

3,982,500,000

△20,000,000

0%

307-05 민간위탁금

4,002,500,000

3,982,500,000

△20,000,000

0%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15,000,000,000

8,000,000,000

△7,000,000,000

△47%

15,000,000,000

8,000,000,000

△7,000,000,000

△47%

15,000,000,000

8,000,000,000

△7,000,000,000

△47%

3,000,000,000

3,000,000,000

12,000,000,000

5,000,000,000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07 민간이전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501 융자금
501-01 민간융자금
501-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사 유

2019.10.14

대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이 매년 감소/19.9.기준
지출추계 반영

2019.08.06

사무관리비 편성을 위한 통계목 분리

2019.08.06

사무관리비 편성을 위한 통계목 분리

2019.07.01
△7,000,000,000

△58%

2019.10.14

고시원 거주 예상 신청자 급감(연말 추계반영)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체육진흥 관련 신규, 예산과목 변경 사업 반영 및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

나. 변경요지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 불꽃행사 뚝섬지구 현장 운영 등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추가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화및관광
체육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 육성(체육진흥기금)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307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용역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붐업 사업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3,166,098,000

3,977,276,000

811,178,000

26%

3,166,098,000

3,747,744,000

581,646,000

18%

3,166,098,000

3,747,744,000

581,646,000

18%

3,166,098,000

3,747,744,000

581,646,000

18%

305,708,000

1,127,208,000

821,500,000

269%

80,000,000

781,500,000

701,500,000

877%

80,000,000

160,000,000

80,000,000

100%

80,000,000

160,000,000

80,000,000

100%

80,000,000

160,000,000

80,000,000

1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200,000,000

200,000,000

변경일

사 유

2019.03.07

전국체전 대비 신규 창단팀 증가로 인한 창단비 및
육성비 증액 편성

2019.03.07

목동빙상장 운영실태 분석 용역을 위한 예산 편성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201 일반운영비
100,000,000

201-03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00,000,000

100,0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20,000,000

220,000,000

220,000,000

220,000,000

220,000,000

22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225,708,000

345,708,000

120,000,000

53%

225,708,000

345,708,000

120,000,000

53%

100,000,000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기재부 타당성조사 용역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 불꽃행사 뚝섬지구 현장 운영

201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동행음식점 앞치마 제작․지원

201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100%

200,000,000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생활체육 육성

△100,000,000
200,000,000

307 민간이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000

100%

2019.03.07

IOC 인증 올림픽 이벤트인 2019 올림픽데이런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2019.09.03

IOC 인증 올림픽 이벤트인 2019 올림픽데이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2019.03.07

IOC 인증 올림픽 이벤트인 2019 올림픽데이런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2019.09.03

IOC 인증 올림픽 이벤트인 2019 올림픽데이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2019.09.03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수익성 분석 및 민간 위탁
운영방향 결정을 위한 예산 편성

2019.09.03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기재부 타당성조사
용역비 부담을 위한 예산 편성

2019.09.03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 불꽃행사 관람존에
관람객 편의시설 및 안전운영 인력배치를 위한 예산
편성

2019.09.03

전국체전 동행음식점에 앞치마를 지원해 체전
분위기 확산 및 위생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
편성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2019.03.07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

225,708,000

345,708,000

120,000,000

53%

225,708,000

345,708,000

120,000,000

53%

2,860,390,000

2,620,536,000

△239,854,000

△8%

2,860,390,000

2,620,536,000

△239,854,000

△8%

여유자금 예치

2,860,390,000

2,620,536,000

△239,854,000

△8%

602 예치금

2,860,390,000

2,620,536,000

△239,854,000

△8%

602-01 예치금

2,860,390,000

3,012,036,000

151,646,000

5%

2019.03.07

602-01 예치금

3,012,036,000

2,620,536,000

△391,500,000

△13%

2019.09.03

229,532,000

229,532,000

229,532,000

229,532,000

229,532,000

229,532,000

229,532,000

229,532,000

생활체육 활성화(체육진흥기금)

189,532,000

189,532,000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운영

189,532,000

189,532,000

189,532,000

189,532,000

189,532,000

189,532,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307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및관광
체육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307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체육진흥기금)

50m 공공수영장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기본모델개발 용역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019.03.07

찾아가는 스포츠 검진센터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촉진을 위한 예산 편성

2019.03.07

공공수영장 확대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비 예산 편성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2019년도 감채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적립 및 도시철도공채 채무 상환

나. 변경요지

예수금 원금 상환 1,700억원 증가,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59억원 증가,
기타회계전출금 1,692억원 감소, 예치금 4,222억원 증가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615,757,000,000

1,244,631,127,000

628,874,127,000

102%

615,757,000,000

1,244,631,127,000

628,874,127,000

102%

일반공공행정

615,757,000,000

1,244,631,127,000

628,874,127,000

102%

재정ㆍ금융

615,757,000,000

1,244,631,127,000

628,874,127,000

102%

재무활동

615,757,000,000

1,244,631,127,000

628,874,127,000

102%

304,600,000,000

305,425,000,000

825,000,000

0%

47,600,000,000

217,600,000,000

170,000,000,000

357%

47,600,000,000

217,600,000,000

170,000,000,000

357%

47,600,000,000

217,600,000,000

170,000,000,000

357%

257,000,000,000

87,825,000,000

△169,175,000,000

△66%

257,000,000,000

87,825,000,000

△169,175,000,000

△66%

257,000,000,000

87,825,000,000

△169,175,000,000

△66%

311,157,000,000

939,206,127,000

628,049,127,000

202%

합

계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내부거래지출(감채기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705-01 예수금원금상환
기타회계 전출금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보전지출(감채기금)

사 유

2019.10.29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2019.07.22

시 도시철도공채 채무이관 및 직접상환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여유자금 예치(감채기금)
602 예치금
602-01 예치금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601 차입금원금상환
601-04 지방채증권원금상환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311 차입금이자상환
311-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311-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3,837,000,000

426,016,173,000

422,179,173,000

11003%

3,837,000,000

426,016,173,000

422,179,173,000

11003%

3,837,000,000

426,016,173,000

422,179,173,000

11003%

300,000,000,000

474,248,000,000

174,248,000,000

58%

300,000,000,000

474,248,000,000

174,248,000,000

58%

300,000,000,000

474,248,000,000

174,248,000,000

58%

7,320,000,000

38,941,954,000

31,621,954,000

432%

7,320,000,000

38,941,954,000

31,621,954,000

432%

7,320,000,000

38,930,019,000

31,610,019,000

432%

11,935,000

11,935,000

사 유

2019.12.17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적립

2019.10.29

시 도시철도공채 채무이관 및 직접상환

2019.12.17

시 도시철도공채 채무이관 및 직접상환

2019.12.17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감염병(A형 간염, ASF) 긴급대응 및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변경

나. 변경요지

감염병(A형 간염, ASF) 긴급대응 및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변경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치수 및 하천 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06 재료비
206-01 재료비
307 민간이전
307-01 의료및구료비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356,374,410,000

358,441,449,000

2,067,039,000

1%

356,374,410,000

358,441,449,000

2,067,039,000

1%

11,776,120,000

11,776,120,000

11,776,120,000

11,776,120,000

11,776,120,000

11,776,120,000

11,776,120,000

11,776,120,000

11,741,120,000

11,741,120,000

4,310,990,000

4,310,990,000

4,310,990,000

4,310,99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사 유

2019.11.15

감염병 긴급대응 등을 위한 변경

2019.08.05

감염병 긴급대응을 위한 변경

2019.08.05

감염병 긴급대응을 위한 변경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6,890,130,000

6,890,130,000

6,890,130,000

6,890,130,000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6,374,410,000

346,665,329,000

△9,709,081,000

△3%

356,374,410,000

346,665,329,000

△9,709,081,000

△3%

356,374,410,000

346,665,329,000

△9,709,081,000

△3%

356,374,410,000

346,665,329,000

△9,709,081,000

△3%

여유자금예치

356,374,410,000

346,665,329,000

△9,709,081,000

△3%

602 예치금

356,374,410,000

346,665,329,000

△9,709,081,000

△3%

356,374,410,000

346,665,329,000

△9,709,081,000

△3%

308 자치단체등이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5 자산취득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연구용역(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7 연구개발비
207-02 전산개발비
기타
기타
재무활동(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보전지출

602-01 예치금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사 유

2019.09.26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위한 변경

2019.08.05

감염병 긴급대응을 위한 변경

2019.04.05

스마트 불편신고 기능개선 사업을 위한 변경

2019.11.15

감염병 긴급대응 등을 위한 변경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태풍,화재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 등을 위함

나. 변경요지

태풍, 대형화재 등 재해에 따른 소상공인 상가 긴급복구비 지원 및 재난지원금(국비) 반영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확대 실시 등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239,142,343,000

239,164,593,000

22,250,000

0%

239,142,343,000

239,164,593,000

22,250,000

0%

2,198,992,000

3,813,242,000

1,614,250,000

73%

재난방재ㆍ민방위

2,198,992,000

3,813,242,000

1,614,250,000

73%

이재민 구호지원

2,198,992,000

3,813,242,000

1,614,250,000

73%

2,198,992,000

3,813,242,000

1,614,250,000

73%

이재민 재해보상

346,500,000

1,965,350,000

1,618,850,000

467%

201 일반운영비

11,500,000

16,100,000

4,600,000

40%

201-01 사무관리비

11,500,000

16,100,000

4,600,000

4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35,000,000

1,949,250,000

1,614,250,000

482%

335,000,000

1,949,250,000

1,614,250,000

482%

409,360,000

409,360,000

9,360,000

10,970,000

1,610,000

17%

합

계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공공질서및안전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01 일반운영비

변경일

사 유

2019.10.1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

2019.11.13

태풍링링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국비 교부액
반영(19.10.11) 및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19.11.13)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9,360,000

10,970,000

1,610,000

17%

400,000,000

398,390,000

△1,610,000

0%

307-01 의료및구료비

400,000,000

398,390,000

△1,610,000

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443,132,000

1,438,532,000

△4,600,000

0%

1,443,132,000

1,438,532,000

△4,600,000

0%

1,443,132,000

1,438,532,000

△4,600,000

0%

236,943,351,000

235,351,351,000

△1,592,000,000

△1%

236,943,351,000

235,351,351,000

△1,592,000,000

△1%

236,943,351,000

235,351,351,000

△1,592,000,000

△1%

236,943,351,000

235,351,351,000

△1,592,000,000

△1%

여유자금예치

236,943,351,000

235,351,351,000

△1,592,000,000

△1%

602 예치금

236,943,351,000

235,351,351,000

△1,592,000,000

△1%

236,943,351,000

235,351,351,000

△1,592,000,000

△1%

201-02 공공운영비
307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재무활동(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보전지출

602-01 예치금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사 유

2019.10.11

재해구호물자창고 공공요금 부족분 증액

2019.10.11

재해구호물자창고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 전용

2019.10.1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확대에 따른 사업비
감액

2019.11.13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치금 조정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적정 추진을 위한 예산항목 조정

나. 변경요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및 예치금 증액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항목 조정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에 따른 기금관리비 증액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31,336,516,000

31,545,467,000

208,951,000

1%

31,336,516,000

31,545,467,000

208,951,000

1%

31,286,516,000

31,485,567,000

199,051,000

1%

31,286,516,000

31,485,567,000

199,051,000

1%

11,004,000,000

11,004,000,000

11,004,000,000

11,004,000,000

남북교류협력사업

11,004,000,000

11,004,000,000

201 일반운영비

1,064,000,000

1,048,700,000

△15,300,000

△1%

1,064,000,000

1,048,700,000

△15,300,000

△1%

15,300,000

15,300,000

15,300,000

15,300,000

9,740,000,000

8,005,000,000

△1,735,000,000

△18%

9,740,000,000

8,005,000,000

△1,735,000,000

△18%

합

계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1 일반보상금
301-12 기타보상금
307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변경일

사 유

2019.04.26

2019년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금 지원을 위한 예산과목 조정

2019.04.26

2019년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금 지원을 위한 예산과목 조정

2019.12.18

1차 변경(3.26) - 2019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확대 / 2차 변경(6.25)
국제기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사업 추진 / 3차 변경(8.13)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 지원 / 4차 변경(12.18) - 제18차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개최에 따른 국제부담금 지원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2019.03.26

2019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과목 조정

2019.08.13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과목 조정

200,000,000

335,000,000

135,000,000

68%

200,000,000

295,000,000

95,000,000

47%

40,000,000

40,000,000

1,600,000,000

1,6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2019.06.25

국제기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목 조정

400,000,000

400,000,000

2019.12.18

제18차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개최에 따른
국제부담금 지원을 위한 예산과목 조정

20,282,516,000

20,481,567,000

199,051,000

1%

20,282,516,000

20,481,567,000

199,051,000

1%

여유자금예치

20,282,516,000

20,481,567,000

199,051,000

1%

602 예치금

20,282,516,000

20,481,567,000

199,051,000

1%

20,282,516,000

20,481,567,000

199,051,000

1%

2019.12.09

1차 변경(3.6) - 2018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 / 2차 변경(12.9)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에 따른 기금관리비 증액

50,000,000

59,900,000

9,900,000

20%

50,000,000

59,900,000

9,900,000

20%

50,000,000

59,900,000

9,900,000

20%

50,000,000

59,900,000

9,900,000

20%

50,000,000

59,900,000

9,900,000

20%

50,000,000

59,900,000

9,900,000

20%

50,000,000

59,900,000

9,900,000

20%

2019.12.09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에 따른 기금관리비 증액

308 자치단체등이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10 국외이전
310-01 국외경상이전
310-02 국제부담금
재무활동(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보전지출

602-01 예치금
기타
기타
행정운영경비(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타 지자체와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금액 변경

나. 변경요지

예치금 증액,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 지원계획, 태풍 미탁 피해 지원, 참여 지자체 증가, 방역비용 등으로 박랍회 행사 규모 확대, '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지원 추가편성, 하동 서울의 길 조성 추가편성, 지역상생 홍보관 조성, 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 추가 편성,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당초금액
㉮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201 일반운영비

비율(％)
㉱=㉰/㉮

5,574,053,000

1,267,917,000

29%

4,306,136,000

5,574,053,000

1,267,917,000

29%

4,306,136,000

5,574,053,000

1,267,917,000

29%

4,306,136,000

5,574,053,000

1,267,917,000

29%

1,370,000,000

2,501,500,000

1,131,500,000

83%

1,370,000,000

2,501,500,000

1,131,500,000

83%

1,000,000,000

1,000,000,000
490,000,000

490,000,000

490,000,000

490,000,000

1,000,000,000

510,000,000

△490,000,000

△49%

1,000,000,000

510,000,000

△490,000,000

△49%

370,000,000

370,000,000

370,000,000

370,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증감액
㉰

4,306,136,000

307 민간이전

308 자치단체등이전

변경금액
㉯

변경일

사 유

2019.04.10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 지원 태풍
미탁 피해 지원

2019.04.10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 지원 태풍
미탁 피해 지원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

140,000,000

△60,000,000

△30%

2019.10.29

참여 지자체 증가 방역비용 등으로 박람회 행사
규모 확대

201-03 행사운영비

170,000,000

230,000,000

60,000,000

35%

2019.10.29

참여 지자체 증가 방역비용 등으로 박람회 행사
규모 확대

321,500,000

321,500,000

121,500,000

121,500,000

201-01 사무관리비

121,500,000

121,500,000

2019.06.18

'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지원 추가편성

308 자치단체등이전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19.06.18

'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지원 추가편성

하동 서울의 길 조성

160,000,000

160,0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0,000,000

160,000,000

401-01 시설비

160,000,000

160,000,000

2019.06.18

하동 서울의 길 추가 편성

지역상생홍보관 조성

350,000,000

3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2019.09.10

지역상생홍보관 조성 추가 편성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19.09.10

지역상생홍보관 조성 추가 편성

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

300,000,000

300,0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2019.09.10

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 추가 편성

2,936,136,000

3,072,553,000

136,417,000

5%

2,936,136,000

3,072,553,000

136,417,000

5%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지원
201 일반운영비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405 자산취득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1-01 시설비
재무활동(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보전지출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여유자금예치(국내협력계정)
602 예치금
602-01 예치금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2,936,136,000

3,072,553,000

136,417,000

5%

2,936,136,000

3,072,553,000

136,417,000

5%

2,936,136,000

3,072,553,000

136,417,000

5%

2019.03.25

사 유

'18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

(201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1. 2019년 해외도시 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 도시철도 건설 50주년을 맞아 초청연수 와 '기념행사 및 기술서적 발간회'를 개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였음

나. 변경요지

2. 2019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 민관협력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위원 참석수당 증가로 사무관리비 확보 필요
- 개도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자재 등 일부 자산구입이 필요
1. 해외도시 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 외빈초청여비 30백만원 감액 및 사무관리비 30백만원 증액
2.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 민간경상사업비 52백만원 감액, 민간자본사업보조 50백만원 증액, 사무관리비 2백만원 증액
3. 전년도 결산결과 반영하여 2019년 최종 예치금 변경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3,907,699,000

4,417,800,000

510,101,000

13%

3,907,699,000

4,417,800,000

510,101,000

13%

3,907,699,000

4,417,800,000

510,101,000

13%

3,907,699,000

4,417,800,000

510,101,000

13%

399,400,000

399,400,000

98,400,000

98,400,000

98,400,000

98,400,000

19,920,000

49,920,000

30,000,000

151%

19,920,000

49,920,000

30,000,000

151%

78,480,000

48,480,000

△30,000,000

△38%

301-07 외빈초청여비

78,480,000

48,480,000

△30,000,000

△38%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301,000,000

301,000,000

합

계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산업ㆍ중소기업
무역및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추진
외국지방정부 공무원교육 및 연수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01 일반보상금

변경일

사 유

2019.05.02

도시철도 50주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영문번역비
자료집 인쇄비 등 집행

2019.05.02

외빈초청여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301,000,000

301,000,000

1,000,000

3,000,000

2,000,000

200%

1,000,000

3,000,000

2,000,000

200%

300,000,000

248,000,000

△52,000,000

△17%

300,000,000

248,000,000

△52,000,000

△17%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3,508,299,000

4,018,400,000

510,101,000

15%

3,508,299,000

4,018,400,000

510,101,000

15%

여유자금예치

3,508,299,000

4,018,400,000

510,101,000

15%

602 예치금

3,508,299,000

4,018,400,000

510,101,000

15%

3,508,299,000

4,018,400,000

510,101,000

15%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07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02 민간자본이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재무활동(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보전지출

602-01 예치금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변경일

사 유

2019.05.02

민관협력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비용이 소요

2019.05.02

민간경상사업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및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

2019.05.02

개도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기자재
등 자산구입이 불가피함

2019.04.01

전년도 결산 반영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나. 변경요지

예치금 23백만원 증가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1,034,464,000

1,057,325,000

22,861,000

2%

1,034,464,000

1,057,325,000

22,861,000

2%

일반공공행정

1,034,464,000

1,057,325,000

22,861,000

2%

재정ㆍ금융

1,034,464,000

1,057,325,000

22,861,000

2%

재무활동

1,034,464,000

1,057,325,000

22,861,000

2%

1,034,464,000

1,057,325,000

22,861,000

2%

1,034,464,000

1,057,325,000

22,861,000

2%

1,034,464,000

1,057,325,000

22,861,000

2%

1,034,464,000

1,057,325,000

22,861,000

2%

합

계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전지출(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 예치(지역개발기금)
602 예치금
602-01 예치금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19.07.22

사 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2019년도 도시재생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도시재생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변경

나. 변경요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 및 위한 세부사업 간 금액 조정 등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당초금액(㉮), 변경금액(㉯)의 합계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과목의 합계로, 변경되지 않은 과목은 미포함된 금액임)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36,307,710,000

41,443,348,000

5,135,638,000

14%

36,307,710,000

41,443,348,000

5,135,638,000

14%

36,307,710,000

41,443,348,000

5,135,638,000

14%

36,307,710,000

41,443,348,000

5,135,638,000

14%

36,307,710,000

41,443,348,000

5,135,638,000

14%

36,307,710,000

41,443,348,000

5,135,638,000

14%

33,194,000,000

38,104,988,000

4,910,988,000

15%

1,587,000,000

2,587,638,000

1,000,638,000

63%

1,587,000,000

2,587,638,000

1,000,638,000

63%

500,000,000

500,000,000

207-01 연구용역비

500,000,000

500,0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65,485,000

165,485,000

165,485,000

165,485,000

합

계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07 연구개발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 유

2019.10.24

골목길재생사업비 변경

2019.06.03

역사도심 생활유산 실태조사 및 특화산업 연구

2019.02.20

골목길재생사업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22,637,000,000

18,636,865,000

△4,000,135,000

△18%

401-01 시설비

22,400,000,000

18,499,865,000

△3,900,135,000

△17%

2019.10.24

서마장 앵커시설 조성비 조정 및 사직2구역
보존정비 지원사업 운용계획 변경 및 광화문일대
사업비 조정 등

401-02 감리비

130,000,000

80,000,000

△50,000,000

△38%

2019.02.20

사직2구역 보존정비 지원사업 운용계획 변경

401-03 시설부대비

107,000,000

57,000,000

△50,000,000

△47%

2019.02.20

사직2구역 보존정비 지원사업 운용계획 변경

3,570,000,000

2,170,000,000

△1,400,000,000

△39%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200,000,000

2,170,000,000

△30,000,000

△1%

2019.10.24

영등포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 및
옥상조성사업비 변경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370,000,000

△1,370,000,000

△100%

2019.06.03

신규 앵커시설 설치부지 매입 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400,000,000

14,045,000,000

8,645,000,000

160%

5,400,000,000

10,635,000,000

5,235,000,000

97%

2019.10.24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3,410,000,000

3,410,000,000

2019.10.24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서울옥상 조성
사업 등

3,338,360,000

224,650,000

17,200,000

17,200,000

17,200,000

17,200,000

2019.10.24

창신숭인 소잉마스터 관련 근로자 보수

708,000,000

1,415,450,000

707,450,000

100%

708,000,000

1,415,450,000

707,450,000

100%

2019.10.24

창신숭인 소잉마스터 아카데미 운영 및 세운상가군
거점공간 관리 운영 용역 추진

35,710,000

177,410,000

141,700,000

397%

35,710,000

177,410,000

141,700,000

397%

2019.10.24

창신숭인 CRC 지원 및 도시재생기업(CRC) 지원범위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 등

1,134,000,000

992,300,000

△141,700,000

△12%

1,134,000,000

992,300,000

△141,700,000

△12%

2019.10.24

도시재생기업(CRC) 지원범위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

800,000,000

340,000,000

△460,000,000

△57%

401 시설비및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주민역량강화

3,113,710,000

101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07 민간이전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8 자치단체등이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2 민간자본이전

7%

(단위:원)
과

목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800,000,000

340,000,000

△460,000,000

△57%

436,000,000

396,000,000

△40,000,000

△9%

436,000,000

396,000,000

△40,000,000

△9%

변경일

사 유

2019.10.24

시급성 높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당해 사업비 감액하여 역사도심 특화산업
발전방안 연구 및 역사도심 생활유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추진
및 도시재생기업(CRC) 지원범위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

2019.10.24

도시재생기업(CRC) 지원범위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