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9차 간주예산

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31,564,411,266 100,538,11931,664,949,385

500 보조금 5,654,712,425 100,538,1195,755,250,544

510 국고보조금등 5,654,712,425 100,538,1195,755,250,544

511 국고보조금등 5,654,712,425 100,538,1195,755,250,544

01 국고보조금 5,347,737,063 97,520,2185,445,257,281

30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300ㅇ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00,000원

50,268,00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50,268,000ㅇ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50,268,000,000원

527,39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200,000ㅇ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00,000,000원

327,396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327,396,000원

16,90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16,900ㅇ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6,900,000원

5,448,688<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5,448,688ㅇ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5,448,688,000원

6,252,500< 행정국 자치행정과 >

2,500ㅇ 2021년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시판 관리지원 등 2,500,000원

6,250,000
ㅇ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6,250,000,000원

34,608,93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32,549,540ㅇ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32,549,540,000원

1,838,550ㅇ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 1,838,550,000원

220,844ㅇ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희석제) 220,844,000원

137,50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137,500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마스크 지원 137,500,000원

135,00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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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0ㅇ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35,000,000원

100,000ㅇ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지원(자치구) 100,000,000원

125,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125,000ㅇ 둔치주차장 차량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125,000,000원

03 기금 242,240,561 3,017,901245,258,462

2,80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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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0ㅇ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 계속) 건립지원 800,000,000원

400,000ㅇ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 신규) 건립지원 400,000,000원

217,90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17,901ㅇ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217,901,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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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2,867,642,359 2,867,642,059 300

(X1,018,020,738) (X1,018,020,438) (X30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부서 : 170,490,027 170,489,727 300

(X40,715,626) (X40,715,326) (X300)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정책 : 168,948,999 168,948,699 300

(X40,715,626) (X40,715,326) (X300)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109,525,048 109,524,748 300

(X19,806,233) (X19,805,933) (X300)

단위 :

(일반회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1,137,343 1,137,043 300

(X341,413) (X341,113) (X3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0

300,000원 = 300(X300)ㅇ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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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8,696,698,653 8,645,886,357 50,812,296

(X4,468,333,706) (X4,417,521,410) (X50,812,29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부서 : 3,808,124,431 3,757,856,431 50,268,000

(X1,555,099,613) (X1,504,831,613) (X50,268,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2,866,610,862 2,816,342,862 50,268,000

(X1,555,047,259) (X1,504,779,259) (X50,268,000)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932,313,200 882,045,200 50,268,000

(X642,241,000) (X591,973,000) (X50,268,000)

단위 :

(일반회계)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50,268,000 0 50,268,000

(X50,268,000) (X50,268,000)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5,600

75,600,000원 = 75,600(X75,600)ㅇ 시립시설 수급자 지원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192,400

50,192,400,000원 = 50,192,400(X50,192,400)ㅇ 일반수급자 지원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2,907,043,191 2,906,515,795 527,396

(X2,257,123,072) (X2,256,595,676) (X527,396)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2,906,986,305 2,906,458,909 527,396

(X2,257,123,072) (X2,256,595,676) (X527,396)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55,702,568 55,502,568 200,000

(X29,109,579) (X28,909,579) (X200,000)

단위 :

(일반회계)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1,893,282 1,693,282 200,000

(X844,458) (X644,458) (X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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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100-307-05) 민간위탁금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46,781,201 46,453,805 327,396

(X7,562,490) (X7,235,094) (X327,396)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4,665,490 4,338,094 327,396

(X4,665,490) (X4,338,094) (X327,39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7,396

327,396,000원 = 327,396(X327,396)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869,385,254 869,368,354 16,900

(X372,156,511) (X372,139,611) (X16,90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867,298,776 867,281,876 16,900

(X372,156,511) (X372,139,611) (X16,90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837,824,893 837,807,993 16,900

(X371,079,236) (X371,062,336) (X16,900)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14,300 97,400 16,900

(X46,120) (X29,220) (X16,900)

(100-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900

16,900,000원 = 16,900(X16,900)ㅇ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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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기후환경본부 743,157,201 737,708,513 5,448,688

(X280,160,759) (X274,712,071) (X5,448,688)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부서 : 375,633,226 370,184,538 5,448,688

(X191,897,051) (X186,448,363) (X5,448,688)

기후변화 총괄 대응정책 : 343,191,936 337,743,248 5,448,688

(X191,897,051) (X186,448,363) (X5,448,688)

에너지이용 합리화 24,878,877 19,430,189 5,448,688

(X9,375,851) (X3,927,163) (X5,448,688)

단위 :

(일반회계)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14,881,751 9,433,063 5,448,688

(X7,279,751) (X1,831,063) (X5,448,68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500

41,500,000원 = 41,500(X41,500)ㅇ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407,188

5,407,188,000원 = 5,407,188(X5,407,188)ㅇ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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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4,378,611,660 4,372,359,160 6,252,500

(X12,859,724) (X6,607,224) (X6,252,500)

행정국 자치행정과부서 : 4,116,846,816 4,110,594,316 6,252,500

(X12,859,724) (X6,607,224) (X6,252,500)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정책 : 44,448,519 44,446,019 2,500

(X2,494,724) (X2,492,224) (X2,500)

시민참여 강화 44,448,519 44,446,019 2,500

(X2,494,724) (X2,492,224) (X2,500)

단위 :

(일반회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32,500 30,000 2,500

(X32,500) (X30,000) (X2,500)

(100-301-09) 행사실비지원금 500

500,000원 = 500(X500)ㅇ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 합동 추모제 지원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

2,000,000원 = 2,000(X2,000)ㅇ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 합동 추모제

긴급재난지원정책 : 10,365,000 4,115,000 6,250,000

(X10,365,000) (X4,115,000) (X6,250,000)

긴급재난지원 10,365,000 4,115,000 6,250,000

(X10,365,000) (X4,115,000) (X6,250,000)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
영 지원)

10,365,000 4,115,000 6,250,000

(X10,365,000) (X4,115,000) (X6,2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50,000

6,250,000,000원 = 6,250,000(X6,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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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262,767,059 259,967,059 2,800,000

(X39,526,300) (X36,726,300) (X2,80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61,771,006 58,971,006 2,800,000

(X27,545,404) (X24,745,404) (X2,800,000)

시민생활체육 진흥정책 : 61,334,308 58,534,308 2,800,000

(X27,545,404) (X24,745,404) (X2,800,000)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20,803,500 18,003,500 2,800,000

(X16,715,500) (X13,915,500) (X2,800,000)

단위 :

(일반회계)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신규) 건립 지원 400,000 0 400,000

(X400,000) (X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

400,000,000원 = 400,000(X400,000)ㅇ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 신규) 건립지원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계속) 건립 지원 2,000,000 1,200,000 800,000

(X2,000,000) (X1,200,000) (X8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00,000

800,000,000원 = 800,000(X800,000)ㅇ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 계속) 건립지원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 계속) 건립 지원 6,200,000 4,600,000 1,600,000

(X6,200,000) (X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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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053,813 593,089,478 34,964,335

(X211,821,256) (X176,856,921) (X34,964,33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242,108,131 207,281,296 34,826,835

(X74,850,469) (X40,023,634) (X34,826,835)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240,925,793 206,098,958 34,826,835

(X74,850,469) (X40,023,634) (X34,826,835)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90,395,944 55,787,010 34,608,934

(X62,345,764) (X27,736,830) (X34,608,934)

단위 :

(일반회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 3,337,950 1,499,400 1,838,550

(X3,337,950) (X1,499,400) (X1,838,55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38,550

1,838,550,000원 = 1,838,550(X1,838,550)ㅇ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희석제) 310,124 89,280 220,844

(X310,124) (X89,280) (X220,84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844

220,844,000원 = 220,844(X220,844)ㅇ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
건비 지급)

42,582,159 10,032,619 32,549,540

(X42,582,159) (X10,032,619) (X32,549,54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549,540

32,549,540,000원 = 32,549,540(X32,549,540)ㅇ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70,319,152 70,101,251 217,901

(X7,746,348) (X7,528,447) (X217,901)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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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1,906,982 1,689,081 217,901

(X1,216,821) (X998,920) (X217,901)

(100-307-05) 민간위탁금 18,160

18,160,000원 = 18,160(X18,160)ㅇ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2명)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9,741

199,741,000원 = 199,741(X199,741)ㅇ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22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부서 : 154,090,148 153,952,648 137,500

(X64,773,298) (X64,635,798) (X137,500)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153,873,912 153,736,412 137,500

(X64,754,923) (X64,617,423) (X137,500)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82,814,646 82,677,146 137,500

(X43,751,021) (X43,613,521) (X137,500)

단위 :

(일반회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마스크 지원 137,500 0 137,500

(X137,500) (X137,5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7,500

137,500,000원 = 137,500(X137,500)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마스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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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1,361,838,507 1,361,703,507 135,000

(X10,680,875) (X10,545,875) (X135,000)

(소8,082,595) (소8,082,595)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부서 : 6,423,433 6,288,433 135,000

(X1,099,000) (X964,000) (X135,000)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정책 : 6,383,505 6,248,505 135,000

(X1,099,000) (X964,000) (X135,000)

재난상황관리 6,383,505 6,248,505 135,000

(X1,099,000) (X964,000) (X135,000)

단위 :

(일반회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지원(자치구) 336,000 236,000 100,000

(X336,000) (X236,000) (X1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X100,000)ㅇ 공사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35,000 0 35,000

(X35,000) (X3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

35,000,000원 = 35,000(X35,000)ㅇ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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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204,645,778 204,520,778 125,000

(X35,894,750) (X35,769,750) (X125,0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부서 : 156,562,271 156,437,271 125,000

(X4,862,000) (X4,737,000) (X125,00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154,976,954 154,851,954 125,000

(X4,862,000) (X4,737,000) (X125,000)

수방대책 사업 20,781,483 20,656,483 125,000

(X125,000) (X125,000)

단위 :

(일반회계)

신정교 하부 주차장 차량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125,000 0 125,000

(X125,000) (X12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00

125,000,000원 = 125,000(X125,000)

ㅇ 신정교 하부 주차장 차량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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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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