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4차 간주예산

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27,754,612,720 15,161,43527,769,774,155

300 지방교부세 176,087,860 260,000176,347,860

310 지방교부세 176,087,860 260,000176,347,860

311 지방교부세 176,087,860 260,000176,347,860

02 특별교부세 2,830,000 260,0003,090,000

26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60,000ㅇ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60,000,000원

500 보조금 5,320,847,527 14,901,4355,335,748,962

510 국고보조금등 5,320,847,527 14,901,4355,335,748,962

511 국고보조금등 5,320,847,527 14,901,4355,335,748,962

01 국고보조금 5,052,078,782 6,184,5295,058,263,311

202,00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202,000ㅇ 도시농업공간조성 202,000,000원

2,891,08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1,699,200ㅇ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1,699,200,000원

1,191,884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1,191,884,000원

21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210,000ㅇ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210,000,000원

330,000< 문화본부 박물관과 >

250,000ㅇ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 250,000,000원

80,000ㅇ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 80,000,000원

482,062<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338,000ㅇ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338,000,000원

19,513ㅇ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19,513,000원

89,549ㅇ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89,549,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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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0ㅇ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35,000,000원

50,000< 행정국 자치행정과 >

50,000ㅇ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50,000,000원

4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100,000ㅇ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100,000,000원

300,000ㅇ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300,000,000원

4,20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4,200ㅇ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4,200,000원

150,000<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

150,000ㅇ 감염병 정책연구·평가 및 대응 모듈 개발 150,000,000원

936,00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700,000ㅇ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관리 700,000,000원

236,000ㅇ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지원(자치구) 236,000,000원

49,18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49,183ㅇ 지적관리 49,183,000원

4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400,000ㅇ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400,000,000원

80,000< 시립미술관 총무과 >

80,000ㅇ 2021년 스마트 서울시립미술관 구축 지원 80,000,000원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1,867,347 782,47562,649,822

79,64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79,644ㅇ 가격표시제 업무지원 79,644,000원

416,831< 재무국 재무과 >

416,831ㅇ 인력운영비(통합편성) 416,831,000원

286,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86,000ㅇ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 286,000,000원

03 기금 206,901,398 7,934,431214,835,829

260,07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190,377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90,377,000원

69,694ㅇ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69,694,000원

350,000<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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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00ㅇ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350,000,000원

96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860ㅇ 기본형 공익직불금 운영비 지원 860,000원

100ㅇ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100,000원

105,00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105,000ㅇ 학교밖청소년 지원(전용공간 지원) 105,000,000원

7,140,5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2,940,500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940,500,000원

2,500,000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 계속) 건립지원 2,500,000,000원

1,200,000ㅇ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계속) 건립지원 1,200,000,000원

500,000ㅇ 국민체육센터(제로에너지) 건립지원 500,000,000원

77,900<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77,900ㅇ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77,900,000원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615,430,951 49,3671,615,480,318

500 보조금 51,777,784 49,36751,827,151

510 국고보조금등 51,777,784 49,36751,827,151

511 국고보조금등 51,777,784 49,36751,827,151

01 국고보조금 24,973,784 49,36725,023,151

47,867<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47,867ㅇ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47,867,000원

1,500<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1,500ㅇ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5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2,537,196,445 13,146,3132,550,342,758

500 보조금 714,991,198 13,146,313728,137,511

510 국고보조금등 714,991,198 13,146,313728,137,511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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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국고보조금등 714,991,198 13,146,313728,137,511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417,000 100,00025,517,000

100,00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100,000ㅇ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00,000,000원

03 기금 689,574,198 13,046,313702,620,511

11,146,31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5,000,800ㅇ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경상보조 지원 5,000,800,000원

3,163,500ㅇ 공공리모델링 사업 3,163,500,000원

2,982,013ㅇ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2,982,013,000원

1,900,00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1,900,000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1,900,000,000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2,137,942,895 2,450,0002,140,392,895

500 보조금 105,231,077 2,450,000107,681,077

510 국고보조금등 105,231,077 2,450,000107,681,077

511 국고보조금등 105,231,077 2,450,000107,681,077

01 국고보조금 77,644,000 2,450,00080,094,000

2,45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2,450,000ㅇ 서울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2,450,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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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2,796,494,016 2,796,233,945 260,071

(X1,000,014,055) (X999,753,984) (X260,07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650,907,299 650,647,228 260,071

(X318,612,631) (X318,352,560) (X260,071)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650,373,423 650,113,352 260,071

(X318,612,631) (X318,352,560) (X260,071)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64,267,347 164,007,276 260,071

(X14,551,293) (X14,291,222) (X260,071)

단위 :

(일반회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6,479,823 6,410,129 69,694

(X2,482,966) (X2,413,272) (X69,694)

(100-307-05) 민간위탁금 68,167

68,167,000원 = 68,167(X68,167)ㅇ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27

1,527,000원 = 1,527(X1,527)ㅇ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90,377 0 190,377

(X190,377) (X190,377)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0,377

190,377,000원 = 190,377(X190,377)ㅇ 민간아동시설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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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232,443,552 232,013,908 429,644

(X36,887,040) (X36,457,396) (X429,64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부서 : 4,600,873 4,521,229 79,644

(X108,593) (X28,949) (X79,644)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정책 : 2,487,369 2,407,725 79,644

(X108,593) (X28,949) (X79,644)

소비자 권익 보호 2,487,369 2,407,725 79,644

(X108,593) (X28,949) (X79,644)

단위 :

(일반회계)

가격표시제 업무 지원 79,644 0 79,644

(X79,644) (X79,64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9,644

79,644,000원 = 79,644(X79,644)ㅇ 자치구 가격표시제 관련 업무 등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부서 : 48,216,468 47,866,468 350,000

(X19,746,000) (X19,396,000) (X350,000)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정책 : 48,183,500 47,833,500 350,000

(X19,746,000) (X19,396,000) (X350,000)

제로페이의 안착 및 활성화 3,172,000 2,822,000 350,000

(X350,000) (X350,000)

단위 :

(일반회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1,372,000 1,022,000 350,000

(X350,000) (X35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350,000

ㅇ 제로배달 활성화, 교통결제 확대적용, 글로벌결제사(위챗페이 등) 연동 등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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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민생정책관



350,000,000원 = 350,000(X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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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600,887,743 600,684,783 202,960

(X34,355,237) (X34,152,277) (X202,96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부서 : 53,137,880 52,934,920 202,960

(X18,642,829) (X18,439,869) (X202,960)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정책 : 26,249,458 26,046,498 202,960

(X7,401,554) (X7,198,594) (X202,960)

도시농업육성 지원 19,732,458 19,529,498 202,960

(X7,401,554) (X7,198,594) (X202,960)

단위 :

(일반회계)

기본형 공익직불금 운영비 지원 4,000 3,140 860

(X4,000) (X3,140) (X86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0

860,000원 = 860(X860)ㅇ 기본형 공익직불보조금 행정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100 0 100

(X100) (X100)

(100-206-01) 재료비 100

100,000원 = 100(X100)ㅇ 토양검사재료비

도시농업공간조성 202,000 0 202,000

(X202,000) (X202,000)

(100-401-01) 시설비 78,000

78,000,000원 = 78,000(X78,000)ㅇ 도시농업공간조성 시설비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4,000

124,000,000원 = 124,000(X124,000)ㅇ 도시농업공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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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8,376,218,972 8,373,327,888 2,891,084

(X4,315,808,566) (X4,312,917,482) (X2,891,08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2,898,112,780 2,895,221,696 2,891,084

(X2,251,682,991) (X2,248,791,907) (X2,891,084)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2,898,055,894 2,895,164,810 2,891,084

(X2,251,682,991) (X2,248,791,907) (X2,891,084)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62,303,447 260,604,247 1,699,200

(X5,331,691) (X3,632,491) (X1,699,200)

단위 :

(일반회계)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20,201,620 18,502,420 1,699,200

(X1,699,200) (X1,699,2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99,200

1,699,200,000원 = 1,699,200(X1,699,200)ㅇ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지원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44,598,085 43,406,201 1,191,884

(X5,379,374) (X4,187,490) (X1,191,884)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2,482,374 1,290,490 1,191,884

(X2,482,374) (X1,290,490) (X1,191,88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91,884

1,191,884,000원 = 1,191,884(X1,191,884)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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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3,187,642,135 3,187,592,768 49,367

(X78,091,951) (X78,042,584) (X49,367)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부서 : 865,119,793 865,071,926 47,867

(X547,867) (X500,000) (X47,867)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정책 : 92,095,997 92,048,130 47,867

(X547,867) (X500,000) (X47,867)

교통소통 개선(교통관리계정) 9,968,434 9,920,567 47,867

(X547,867) (X500,000) (X47,867)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1,047,867 1,000,000 47,867

(X547,867) (X500,000) (X47,867)

(202-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867

47,867,000원 = 47,867(X47,867)ㅇ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부서 : 385,862,994 385,861,494 1,500

(X11,034,900) (X11,033,400) (X1,500)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정책 : 385,768,116 385,766,616 1,500

(X11,034,900) (X11,033,400) (X1,500)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385,768,116 385,766,616 1,500

(X11,034,900) (X11,033,400) (X1,5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0,732,500 10,731,000 1,500

(X10,732,500) (X10,731,000) (X1,500)

(202-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

1,500,000원 = 1,500(X1,500)ㅇ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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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527,600,975 526,578,913 1,022,062

(X144,541,318) (X143,519,256) (X1,022,06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부서 : 153,776,570 153,566,570 210,000

(X90,712,890) (X90,502,890) (X210,0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 : 143,706,002 143,496,002 210,000

(X83,712,890) (X83,502,890) (X210,000)

문화재 보존 복원 33,685,630 33,475,630 210,000

(X17,347,690) (X17,137,690) (X210,000)

단위 :

(일반회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1,210,000 1,000,000 210,000

(X910,000) (X700,000) (X210,000)

(100-207-01) 연구용역비 210,000

210,000,000원 = 210,000(X210,000)ㅇ 문화유적 지표조사 관련 용역 실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부서 : 28,958,521 28,628,521 330,000

(X1,271,000) (X941,000) (X330,000)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정책 : 28,894,628 28,564,628 330,000

(X1,271,000) (X941,000) (X330,000)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5,244,539 4,914,539 330,000

(X330,000) (X330,000)

단위 :

(일반회계)

박물관·미술관 협력강화(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250,000 0 250,000

(X250,000) (X25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0

250,000,000원 = 250,000(X250,000)ㅇ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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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80,000 0 80,000

(X80,000) (X8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00

80,000,000원 = 80,000(X80,000)ㅇ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부서 : 39,424,285 38,942,223 482,062

(X13,066,818) (X12,584,756) (X482,062)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 : 39,311,628 38,829,566 482,062

(X13,066,818) (X12,584,756) (X482,062)

도서관 육성지원 21,587,344 21,105,282 482,062

(X4,154,818) (X3,672,756) (X482,062)

단위 :

(일반회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89,549 0 89,549

(X89,549) (X89,54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9,549

89,549,000원 = 89,549(X89,549)ㅇ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338,000 0 338,000

(X338,000) (X338,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38,000

338,000,000원 = 338,000(X338,000)ㅇ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19,513 0 19,513

(X19,513) (X19,513)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513

19,513,000원 = 19,513(X19,513)ㅇ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35,000 0 35,000

(X35,000) (X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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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

35,000,000원 = 35,000(X35,000)ㅇ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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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본부



행정국 3,596,724,892 3,596,674,892 50,000

(X2,542,224) (X2,492,224) (X50,000)

행정국 자치행정과부서 : 3,337,633,730 3,337,583,730 50,000

(X2,542,224) (X2,492,224) (X50,000)

긴급재난지원정책 : 50,000 0 50,000

(X50,000) (X50,000)

긴급재난지원 50,000 0 50,000

(X50,000) (X50,000)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
영 지원)

50,000 0 50,000

(X50,000) (X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50,000,000원 = 50,000(X50,000)

ㅇ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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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



재무국 2,922,376,533 2,921,959,702 416,831

(X2,029,872) (X1,613,041) (X416,831)

재무국 재무과부서 : 805,196,102 804,779,271 416,831

(X416,831) (X416,831)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정책 : 803,402,364 802,985,533 416,831

(X416,831) (X416,831)

인력운영비 801,642,608 801,225,777 416,831

(X416,831) (X416,831)

단위 :

(일반회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01,642,608 801,225,777 416,831

(X416,831) (X416,831)

(100-101-01) 보수 380,260

380,260,000원 = 380,260(X380,260)ㅇ 지방일괄이양 사무지원

(100-204-02) 직급보조비 13,020

13,020,000원 = 13,020(X13,020)ㅇ 지방일괄이양 사무지원

(100-303-02) 성과상여금 23,551

23,551,000원 = 23,551(X23,551)ㅇ 지방일괄이양 사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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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국



평생교육국 3,843,006,875 3,842,901,875 105,000

(X10,942,404) (X10,837,404) (X105,00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부서 : 95,017,405 94,912,405 105,000

(X10,942,404) (X10,837,404) (X105,00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94,958,757 94,853,757 105,000

(X10,942,404) (X10,837,404) (X105,000)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58,034,124 57,929,124 105,000

(X6,918,878) (X6,813,878) (X105,000)

단위 :

(일반회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지원) 210,000 105,000 105,000

(X210,000) (X105,000) (X10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5,000

105,000,000원 = 105,000(X105,000)ㅇ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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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248,096,459 240,955,959 7,140,500

(X32,001,300) (X24,860,800) (X7,140,5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52,120,292 44,979,792 7,140,500

(X20,220,404) (X13,079,904) (X7,140,500)

시민생활체육 진흥정책 : 52,083,308 44,942,808 7,140,500

(X20,220,404) (X13,079,904) (X7,140,500)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13,448,500 6,308,000 7,140,500

(X9,390,500) (X2,250,000) (X7,140,5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940,500 0 2,940,500

(X2,940,500) (X2,940,5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940,500

2,940,500,000원 = 2,940,500(X2,940,500)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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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형 계속) 건립지원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 계속) 건립 지원 2,500,000 0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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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00

2,500,000,000원 = 2,500,000(X2,500,000)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 계속) 건립지원

국민체육센터(제로에너지) 건립 지원 500,000 0 500,000

(X500,000) (X5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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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500,000,000원 = 500,000(X500,000)ㅇ 국민체육센터(제로에너지)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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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 519,492,068 518,313,968 1,178,100

(X148,905,471) (X147,987,371) (X918,1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72,149,671 171,203,671 946,000

(X19,448,275) (X18,762,275) (X686,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71,848,012 170,902,012 946,000

(X19,448,275) (X18,762,275) (X686,00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32,035,925 31,089,925 946,000

(X9,487,506) (X8,801,506) (X686,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100,000 0 100,000

(X100,000) (X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 301,000 15,000 286,000

(X286,000) (X286,000)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000

120,000,000원 = 120,000(X120,000)

ㅇ 외국인환자유치기관 관리 인력
(보험 및 여비 포함)

(100-201-01) 사무관리비 130,000

130,000,000원 = 130,000(X130,000)ㅇ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업

(100-201-02) 공공운영비 20,000

20,000,000원 = 20,000(X20,000)ㅇ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리

(100-301-12) 기타보상금 5,000

5,000,000원 = 5,000(X5,000)ㅇ 불법 유치기관 신고 시민 포상금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

ㅇ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업 관련 자산 및 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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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11,000,000원 = 11,000(X11,00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459,100 199,100 26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0,000

260,000,000원 = 260,000ㅇ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1,500,000 1,200,000 300,000

(X1,500,000) (X1,200,000) (X3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300,000,000원 = 300,000(X300,000)ㅇ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부서 : 130,303,656 130,225,756 77,900

(X57,264,714) (X57,186,814) (X77,900)

생활보건 관리 향상정책 : 130,156,747 130,078,847 77,900

(X57,228,340) (X57,150,440) (X77,900)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14,333,002 14,255,102 77,900

(X5,504,301) (X5,426,401) (X77,900)

단위 :

(일반회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594,000 516,100 77,900

(X594,000) (X516,100) (X77,9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7,900

77,900,000원 = 77,900(X77,900)ㅇ 시설장비유지비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부서 : 5,205,966 5,201,766 4,200

(X662,909) (X658,709) (X4,200)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정책 : 5,170,864 5,166,664 4,200

(X662,909) (X658,709) (X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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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4,502,480 4,498,280 4,200

(X287,580) (X283,380) (X4,200)

단위 :

(일반회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6,900 2,700 4,200

(X6,000) (X1,800) (X4,2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00

4,200,000원 = 4,200(X4,200)ㅇ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부서 : 1,276,173 1,126,173 150,000

(X150,000) (X150,00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준 향상정책 : 1,257,608 1,107,608 150,000

(X150,000) (X150,000)

감염병 정책 연구 550,040 400,040 150,000

(X150,000) (X150,000)

단위 :

(일반회계)

감염병 정책연구·평가 및 대응 모듈 개발 501,800 351,800 150,000

(X150,000) (X150,000)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7,000

107,000,000원 = 107,000(X107,000)ㅇ 기간제 근로자 운영

(100-201-02) 공공운영비 33,000

33,000,000원 = 33,000(X33,000)ㅇ 감염병연구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데스크탑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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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1,231,462,032 1,230,526,032 936,000

(X9,670,675) (X8,734,675) (X936,000)

(소6,365,480) (소6,365,48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부서 : 5,748,433 4,812,433 936,000

(X964,000) (X28,000) (X936,000)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정책 : 5,708,505 4,772,505 936,000

(X964,000) (X28,000) (X936,000)

재난상황관리 5,708,505 4,772,505 936,000

(X964,000) (X28,000) (X936,000)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 관리 1,148,800 448,800 700,000

(X700,000) (X7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700,000

700,000,000원 = 700,000(X700,000)ㅇ 방역물품 보관관리 용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지원(자치구) 236,000 0 236,000

(X236,000) (X236,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36,000

236,000,000원 = 236,000(X236,000)ㅇ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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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1,549,912,704 1,549,812,704 100,000

(X60,323,806) (X60,223,806) (X100,000)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부서 : 95,208,939 95,108,939 100,000

(X25,517,000) (X25,417,000) (X100,000)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정책 : 95,118,182 95,018,182 100,000

(X25,517,000) (X25,417,000) (X100,000)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78,703,300 78,603,300 100,000

(X25,517,000) (X25,417,000) (X10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00,000 0 100,000

(X100,000) (X10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앵커시설 조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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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27,126,436 27,077,253 49,183

(X546,349) (X497,166) (X49,18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부서 : 1,365,858 1,316,675 49,183

(X546,349) (X497,166) (X49,183)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정책 : 1,303,593 1,254,410 49,183

(X546,349) (X497,166) (X49,183)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1,206,993 1,157,810 49,183

(X546,349) (X497,166) (X49,183)

단위 :

(일반회계)

지적관리 49,183 0 49,183

(X49,183) (X49,183)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183

24,240,000원 = 24,240(X24,240)ㅇ 지적관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광진구)

14,067,000원 = 14,067(X14,067)ㅇ 지적관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동대문구)

10,876,000원 = 10,876(X10,876)ㅇ 지적관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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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3,271,917,491 3,258,871,178 13,046,313

(X1,019,543,305) (X1,006,496,992) (X13,046,31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부서 : 1,465,834,058 1,460,770,558 5,063,500

(X796,941,667) (X791,878,167) (X5,063,500)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1,454,873,965 1,449,810,465 5,063,500

(X796,941,667) (X791,878,167) (X5,063,500)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816,950,491 813,786,991 3,163,500

(X457,145,667) (X453,982,167) (X3,163,5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리모델링 사업 3,163,500 0 3,163,500

(X3,163,500) (X3,163,50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3,163,500

3,163,500,000원 = 3,163,500(X3,163,500)ㅇ 공공리모델링(국고보조금)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138,788,787 136,888,787 1,900,000

(X1,900,000) (X1,90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1,900,000 0 1,900,000

(X1,900,000) (X1,900,000)

(204-402-03) 민간위탁사업비 300,000

300,000,000원 = 300,000(X300,000)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600,000

1,600,000,000원 = 1,600,000(X1,600,000)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부서 : 935,556,171 927,573,358 7,982,813

(X191,072,365) (X183,089,552) (X7,9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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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본부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책 : 850,601,107 842,618,294 7,982,813

(X191,072,365) (X183,089,552) (X7,982,813)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323,697,958 315,715,145 7,982,813

(X106,781,760) (X98,798,947) (X7,982,813)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경상보조 지원 5,000,800 0 5,000,800

(X5,000,800) (X5,000,800)

(204-309-01)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5,000,800

5,000,800,000원 = 5,000,800(X5,000,800)ㅇ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경상보조 지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41,147,909 38,165,896 2,982,013

(X10,910,881) (X7,928,868) (X2,982,013)

(20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982,013

2,982,013,000원 = 2,982,013(X2,982,013)ㅇ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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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792,781,951 790,331,951 2,450,000

(X33,112,919) (X30,662,919) (X2,45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69,233,993 66,783,993 2,450,000

(X5,192,448) (X2,742,448) (X2,450,0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68,890,303 66,440,303 2,450,000

(X5,192,448) (X2,742,448) (X2,450,000)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
계)

45,381,886 42,931,886 2,450,000

(X4,185,102) (X1,735,102) (X2,450,000)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서울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2,450,000 0 2,450,000

(X2,450,000) (X2,450,000)

(205-401-01) 시설비 2,450,000

2,450,000,000원 = 2,450,000(X2,450,000)ㅇ 북악산 2단계 확대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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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서울역사박물관 15,001,977 14,601,977 400,000

(X400,000) (X4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부서 : 15,001,977 14,601,977 400,000

(X400,000) (X400,000)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정책 : 13,512,143 13,112,143 400,000

(X400,000) (X400,000)

관람 지원기반 구축 3,377,122 2,977,122 400,000

(X400,000) (X400,000)

단위 :

(일반회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400,000 0 400,000

(X400,000) (X40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400,000

400,000,000원 = 400,000(X400,000)ㅇ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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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11,746,686 11,666,686 80,000

(X80,000) (X80,000)

시립미술관 총무과부서 : 11,746,686 11,666,686 80,000

(X80,000) (X80,000)

문화예술 진흥정책 : 10,397,753 10,317,753 80,000

(X80,000) (X80,000)

미술관 운영 활성화 1,745,668 1,665,668 80,000

(X80,000) (X80,000)

단위 :

(일반회계)

2021년 스마트 서울시립미술관 구축 지원 80,000 0 80,000

(X80,000) (X8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000원 = 10,000(X10,000)ㅇ 온 오프 상호 창작 플렛폼 시스템 
구축 등

(100-207-02) 전산개발비 70,000

70,000,000원 = 70,000(X70,000)ㅇ 온라인 플랫폼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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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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