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7차 간주예산

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27,857,735,635 64,198,33427,921,933,969

500 보조금 5,423,710,442 64,198,3345,487,908,776

510 국고보조금등 5,423,710,442 64,198,3345,487,908,776

511 국고보조금등 5,423,710,442 64,198,3345,487,908,776

01 국고보조금 5,142,456,805 61,758,8345,204,215,639

1,409,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1,409,000ㅇ 취약계층 돌봄인력(보육교직원) 마스크 지원 1,409,000,000원

2,195,216<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469,044ㅇ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469,044,000원

1,643,472ㅇ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643,472,000원

17,000ㅇ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17,000,000원

65,700ㅇ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65,700,000원

100,000<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100,000ㅇ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100,000,000원

38,791,60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38,780,000ㅇ 한시 생계지원 38,780,000,000원

11,600ㅇ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국비) 11,600,000원

2,00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2,000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구 지역대회) 2,000,000원

3,438,58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2,648,600ㅇ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국비) 2,648,600,000원

789,980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789,980,000원

53,4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53,400ㅇ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국비) 53,400,000원

564,90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564,900ㅇ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국비) 564,900,000원

15,70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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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00ㅇ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국비) 15,700,000원

7,349,76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7,349,760ㅇ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7,349,760,000원

7,838,67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7,765,544ㅇ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7,765,544,000원

12,500ㅇ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 12,500,000원

60,634ㅇ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희석제) 60,634,000원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2,890,822 55,00062,945,822

55,000<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55,000ㅇ 도시재생 예비사업 55,000,000원

03 기금 218,362,815 2,384,500220,747,315

200,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200,000ㅇ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200,000,000원

1,71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110,000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10,000,000원

1,600,000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 계속) 건립지원 1,600,000,000원

24,5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4,500ㅇ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4,500,000원

45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450,000ㅇ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신설 450,000,000원

2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412,561,244 1,526,0001,414,087,244

500 보조금 56,226,800 1,526,00057,752,800

510 국고보조금등 56,226,800 1,526,00057,752,800

511 국고보조금등 56,226,800 1,526,00057,752,800

01 국고보조금 56,226,800 1,526,00057,752,800

1,52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과 >

1,526,000ㅇ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526,0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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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633,159,465 63,7001,633,223,165

500 보조금 69,506,298 63,70069,569,998

510 국고보조금등 69,506,298 63,70069,569,998

511 국고보조금등 69,506,298 63,70069,569,998

01 국고보조금 42,702,298 63,70042,765,998

63,700<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63,700ㅇ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63,7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2,559,618,246 600,0002,560,218,246

500 보조금 737,412,999 600,000738,012,999

510 국고보조금등 737,412,999 600,000738,012,999

511 국고보조금등 737,412,999 600,000738,012,999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407,000 600,00030,007,000

600,00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600,000ㅇ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600,000,000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2,140,392,895 1,449,8402,141,842,735

500 보조금 107,681,077 1,449,840109,130,917

510 국고보조금등 107,681,077 1,449,840109,130,917

511 국고보조금등 107,681,077 1,449,840109,130,917

03 기금 6,137,000 1,449,8407,586,840

1,449,840<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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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9,840ㅇ 가공배전선 지중화 1,449,84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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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2,801,258,683 2,797,654,467 3,604,216

(X1,004,778,722) (X1,001,174,506) (X3,604,21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부서 : 1,858,166,553 1,856,757,553 1,409,000

(X617,141,582) (X615,732,582) (X1,409,000)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정책 : 1,857,787,282 1,856,378,282 1,409,000

(X617,141,582) (X615,732,582) (X1,409,000)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818,169,942 1,816,760,942 1,409,000

(X606,502,732) (X605,093,732) (X1,409,000)

단위 :

(일반회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마스크 지원 1,409,000 0 1,409,000

(X1,409,000) (X1,409,000)

(100-201-01) 사무관리비 1,409,000

1,409,000,000원 = 1,409,000(X1,409,000)ㅇ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마스크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부서 : 164,601,693 162,406,477 2,195,216

(X40,566,161) (X38,370,945) (X2,195,216)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정책 : 163,060,665 160,865,449 2,195,216

(X40,566,161) (X38,370,945) (X2,195,216)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103,636,714 101,441,498 2,195,216

(X19,656,768) (X17,461,552) (X2,195,216)

단위 :

(일반회계)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469,044 0 469,044

(X469,044) (X469,04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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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469,044,000원 = 469,044(X469,044)ㅇ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1,643,472 0 1,643,472

(X1,643,472) (X1,643,472)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643,472

1,643,472,000원 = 1,643,472(X1,643,472)ㅇ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65,700 0 65,700

(X65,700) (X65,7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5,700

65,700,000원 = 65,700(X65,700)ㅇ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17,000 0 17,000

(X17,000) (X17,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000

17,000,000원 = 17,000(X17,000)ㅇ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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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240,106,552 240,006,552 100,000

(X44,550,040) (X44,450,040) (X100,000)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부서 : 44,046,086 43,946,086 100,000

(X14,743,000) (X14,643,000) (X100,000)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
현

정책 : 36,989,888 36,889,888 100,000

(X14,743,000) (X14,643,000) (X100,000)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33,186,639 33,086,639 100,000

(X14,743,000) (X14,643,000) (X100,000)

단위 :

(일반회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100,000 0 100,000

(X100,000) (X1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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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민생정책관



복지정책실 8,446,173,473 8,403,307,293 42,866,180

(X4,385,763,067) (X4,342,896,887) (X42,866,18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부서 : 3,646,144,015 3,607,352,415 38,791,600

(X1,504,816,615) (X1,466,025,015) (X38,791,6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2,801,737,279 2,762,945,679 38,791,600

(X1,504,764,261) (X1,465,972,661) (X38,791,6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151,925,719 113,134,119 38,791,600

(X49,209,753) (X10,418,153) (X38,791,600)

단위 :

(일반회계)

한시 생계지원 39,475,520 695,520 38,780,000

(X39,475,520) (X695,520) (X38,78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8,780,000

38,780,000,000원 = 38,780,000(X38,780,000)ㅇ 한시 생계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국비) 11,600 0 11,600

(X11,600) (X11,600)

(100-201-01) 사무관리비 11,600

11,600,000원 = 11,600(X11,600)ㅇ 가사간병 방문 종사자 마스크 지원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부서 : 304,551,685 304,549,685 2,000

(X49,731,740) (X49,729,740) (X2,0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 : 304,493,283 304,491,283 2,000

(X49,731,740) (X49,729,740) (X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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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205,153,146 205,151,146 2,000

(X49,731,740) (X49,729,740) (X2,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구 지역대회) 15,000 13,000 2,000

(X15,000) (X13,000) (X2,000)

(100-201-03) 행사운영비 1,000

1,000,000원 = 1,000(X1,000)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100-301-09) 행사실비지원금 1,000

1,000,000원 = 1,000(X1,000)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2,902,046,161 2,898,607,581 3,438,580

(X2,255,616,372) (X2,252,177,792) (X3,438,58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2,901,989,275 2,898,550,695 3,438,580

(X2,255,616,372) (X2,252,177,792) (X3,438,580)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64,952,047 262,303,447 2,648,600

(X7,980,291) (X5,331,691) (X2,648,600)

단위 :

(일반회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국비) 2,648,600 0 2,648,600

(X2,648,600) (X2,648,600)

(100-201-01) 사무관리비 2,112,988

2,112,988,000원 = 2,112,988(X2,112,988)ㅇ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35,612

535,612,000언 = 535,612(X535,612)ㅇ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45,882,866 45,092,886 789,980

(X6,664,155) (X5,874,175) (X789,98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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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3,767,155 2,977,175 789,980

(X3,767,155) (X2,977,175) (X789,98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9,980

789,980,000원 = 789,980(X789,980)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부서 : 283,069,895 283,016,495 53,400

(X62,902,294) (X62,848,894) (X53,400)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282,944,019 282,890,619 53,400

(X62,902,294) (X62,848,894) (X53,40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94,513,561 194,460,161 53,400

(X46,712,621) (X46,659,221) (X53,400)

단위 :

(일반회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국비) 53,400 0 53,400

(X53,400) (X53,400)

(100-201-01) 사무관리비 53,400

53,400,000원 = 53,400(X53,400)ㅇ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820,136,074 819,571,174 564,900

(X345,778,952) (X345,214,052) (X564,90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819,991,596 819,426,696 564,900

(X345,778,952) (X345,214,052) (X564,90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791,343,680 790,778,780 564,900

(X344,701,677) (X344,136,777) (X564,900)

단위 :

(일반회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국비) 564,900 0 564,900

(X564,900) (X5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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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100-201-01) 사무관리비 9,400

9,400,000원 = 9,400(X9,400)ㅇ 장애아돌보미 마스크 지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55,500

555,500,000원 = 555,500(X555,500)ㅇ 장애인 활동지원사 마스크 지원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부서 : 183,619,768 183,604,068 15,700

(X87,702,701) (X87,687,001) (X15,700)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57,718,109 57,702,409 15,700

(X3,937,013) (X3,921,313) (X15,700)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4,038,382 24,022,682 15,700

(X3,572,013) (X3,556,313) (X15,700)

단위 :

(일반회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국비) 15,700 0 15,700

(X15,700) (X15,700)

(100-201-01) 사무관리비 15,700

15,700,000원 = 15,700(X15,700)

ㅇ 재활·요양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마스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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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3,209,040,822 3,207,527,282 1,513,540

(X99,490,638) (X97,977,098) (X1,513,540)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부서 : 401,036,194 400,972,494 63,700

(X26,208,100) (X26,144,400) (X63,700)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정책 : 400,941,316 400,877,616 63,700

(X26,208,100) (X26,144,400) (X63,700)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400,941,316 400,877,616 63,700

(X26,208,100) (X26,144,400) (X63,7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5,905,700 25,842,000 63,700

(X25,905,700) (X25,842,000) (X63,700)

(202-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3,700

63,700,000원 = 63,700(X63,700)ㅇ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부서 : 177,455,368 176,005,528 1,449,840

(X12,948,840) (X11,499,000) (X1,449,840)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정책 : 134,020,086 132,570,246 1,449,840

(X12,948,840) (X11,499,000) (X1,449,840)

보행환경 개선 82,426,200 80,976,360 1,449,840

(X1,449,840) (X1,449,840)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가공배전선 지중화 28,490,840 27,041,000 1,449,840

(X1,449,840) (X1,449,840)

(205-401-01) 시설비 1,449,840

1,449,840,000원 = 1,449,840(X1,449,840)ㅇ 자치구 지중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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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589,148,755 581,798,995 7,349,760

(X194,002,291) (X186,652,531) (X7,349,76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부서 : 131,703,866 124,354,106 7,349,760

(X8,845,760) (X1,496,000) (X7,349,760)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정책 : 103,825,132 96,475,372 7,349,760

(X8,845,760) (X1,496,000) (X7,349,760)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16,945,274 9,595,514 7,349,760

(X7,811,760) (X462,000) (X7,349,760)

단위 :

(일반회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7,349,760 0 7,349,760

(X7,349,760) (X7,349,76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349,760

7,349,760,000원 = 7,349,760(X7,349,760)ㅇ 자원관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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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관광체육국 250,006,459 248,096,459 1,910,000

(X33,911,300) (X32,001,300) (X1,910,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부서 : 100,517,540 100,317,540 200,000

(X11,508,896) (X11,308,896) (X200,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90,766,324 90,566,324 200,000

(X11,508,896) (X11,308,896) (X200,000)

체육단체 운영 지원 58,799,196 58,599,196 200,000

(X6,444,896) (X6,244,896) (X20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8,729,497 18,529,497 200,000

(X200,000) (X20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국제스포츠대회 등 개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53,830,292 52,120,292 1,710,000

(X21,930,404) (X20,220,404) (X1,710,000)

시민생활체육 진흥정책 : 53,793,308 52,083,308 1,710,000

(X21,930,404) (X20,220,404) (X1,710,000)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15,158,500 13,448,500 1,710,000

(X11,100,500) (X9,390,500) (X1,710,000)

단위 :

(일반회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050,500 2,940,500 110,000

(X3,050,500) (X2,940,500) (X11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0,000

110,000,000원 = 110,000(X110,000)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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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 계속) 건립 지원 4,100,000 2,500,000 1,600,000

(X4,100,000) (X2,500,000) (X1,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00,000

1,600,000,000원 = 1,600,000(X1,600,000)ㅇ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 계속)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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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532,102,551 524,239,373 7,863,178

(X161,515,954) (X153,652,776) (X7,863,17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183,942,404 176,079,226 7,863,178

(X31,241,008) (X23,377,830) (X7,863,178)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183,640,745 175,777,567 7,863,178

(X31,241,008) (X23,377,830) (X7,863,178)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43,816,158 35,965,480 7,850,678

(X21,267,739) (X13,417,061) (X7,850,678)

단위 :

(일반회계)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4,500 0 24,500

(X24,500) (X24,500)

(100-201-01) 사무관리비 2,940

2,940,000원 = 2,940(X2,940)ㅇ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1,560

21,560,000원 = 21,560(X21,560)ㅇ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희석제) 68,884 8,250 60,634

(X68,884) (X8,250) (X60,63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634

60,634,000원 = 60,634(X60,634)ㅇ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
건비 지급)

10,032,619 2,267,075 7,765,544

(X10,032,619) (X2,267,075) (X7,765,54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765,544

7,765,544,000원 = 7,765,544(X7,765,544)ㅇ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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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66,691,323 66,678,823 12,500

(X6,809,269) (X6,796,769) (X12,500)

단위 :

(일반회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 12,500 0 12,500

(X12,500) (X12,500)

(100-201-01) 사무관리비 12,500

3,300,000원 = 3,300(X3,300)ㅇ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마스크 지원

9,200,000원 = 9,200(X9,200)ㅇ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마스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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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도시재생실 1,554,457,704 1,553,802,704 655,000

(X64,868,806) (X64,213,806) (X655,000)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부서 : 38,085,064 38,030,064 55,000

(X3,060,100) (X3,005,100) (X55,000)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정책 : 11,902,472 11,847,472 55,000

(X331,100) (X276,100) (X55,000)

도시재생연구 1,784,992 1,729,992 55,000

(X275,000) (X220,000) (X55,000)

단위 :

(일반회계)

도시재생 예비사업 275,000 220,000 55,000

(X275,000) (X220,000) (X5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5,000

55,000,000원 = 55,000(X55,000)ㅇ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부서 : 99,698,939 99,098,939 600,000

(X30,007,000) (X29,407,000) (X600,000)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정책 : 99,608,182 99,008,182 600,000

(X30,007,000) (X29,407,000) (X600,000)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83,193,300 82,593,300 600,000

(X30,007,000) (X29,407,000) (X60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700,000 100,000 600,000

(X700,000) (X100,000) (X60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600,000,000원 = 600,000(X600,000)ㅇ 앵커시설 조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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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실



도시기반시설본부 921,421,622 919,895,622 1,526,000

(X57,788,000) (X56,262,000) (X1,52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과부서 : 921,421,622 919,895,622 1,526,000

(X57,788,000) (X56,262,000) (X1,526,000)

신교통수단 도입정책 : 234,589,000 233,063,000 1,526,000

(X29,188,000) (X27,662,000) (X1,526,000)

경전철 건설사업 234,589,000 233,063,000 1,526,000

(X29,188,000) (X27,662,000) (X1,526,000)

단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28,225,000 126,699,000 1,526,000

(X23,600,000) (X22,074,000) (X1,526,000)

(201-401-01) 시설비 1,526,000

1,526,000,000원 = 1,526,000(X1,526,000)ㅇ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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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83,714,272 83,264,272 450,000

(X450,000) (X45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부서 : 83,714,272 83,264,272 450,000

(X450,000) (X450,000)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정책 : 20,459,120 20,009,120 450,000

(X450,000) (X450,000)

한강 접근체계 개선 4,791,000 4,341,000 450,000

(X450,000) (X450,000)

단위 :

(일반회계)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신설 1,350,000 900,000 450,000

(X450,000) (X450,000)

(100-401-01) 시설비 450,000

450,000,000원 = 450,000(X450,000)ㅇ 보행연결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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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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