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10차 간주예산

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33,341,084,749 4,867,81733,345,952,566

500 보조금 7,043,490,410 4,867,8177,048,358,227

510 국고보조금등 7,043,490,410 4,867,8177,048,358,227

511 국고보조금등 7,043,490,410 4,867,8177,048,358,227

01 국고보조금 6,735,435,647 1,783,5176,737,21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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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ㅇ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ㅇ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ㅇ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ㅇ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ㅇ 코로나 우울 예방 심리지원

ㅇ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

ㅇ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

ㅇ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ㅇ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

ㅇ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6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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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기금 246,338,462 3,084,300249,422,762

500,00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500,000ㅇ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500,000,000원

30,00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30,000ㅇ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30,000,000원

2,35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350,000ㅇ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350,000,000원

2,000,000ㅇ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2,000,000,000원

204,3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04,300ㅇ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04,300,000원

2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649,012,869 3,561,0001,652,573,869

500 보조금 127,520,800 3,561,000131,081,800

510 국고보조금등 127,520,800 3,561,000131,081,800

511 국고보조금등 127,520,800 3,561,000131,081,800

01 국고보조금 127,520,800 3,561,000131,081,800

3,561,00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3,561,000ㅇ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561,000,000원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737,030,318 20,242,4001,757,272,718

500 보조금 85,293,714 20,242,400105,536,114

510 국고보조금등 85,293,714 20,242,400105,536,114

511 국고보조금등 85,293,714 20,242,400105,536,114

01 국고보조금 47,490,714 20,242,40067,733,114

4,111,200<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2,432,800ㅇ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2,432,8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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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8,400ㅇ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급 1,678,400,000원

16,131,200<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16,131,200ㅇ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6,131,200,000원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2,595,481,098 24,806,2502,620,287,348

500 보조금 792,282,399 24,806,250817,088,649

510 국고보조금등 792,282,399 24,806,250817,088,649

511 국고보조금등 792,282,399 24,806,250817,088,649

03 기금 761,775,399 24,806,250786,581,649

24,806,25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24,806,25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24,806,250,000원

205 도시개발특별회계 2,257,052,758 1,960,0552,259,012,813

500 보조금 119,588,265 1,960,055121,548,320

510 국고보조금등 119,588,265 1,960,055121,548,320

511 국고보조금등 119,588,265 1,960,055121,548,320

03 기금 7,586,840 1,960,0559,546,895

1,000,000<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

1,000,000ㅇ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1,000,000,000원

960,055<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960,055ㅇ 가공배전선 지중화 960,055,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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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735,475,706 734,475,706 1,000,000

(X102,382,742) (X101,382,742) (X1,000,000)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부서 : 47,491,014 46,491,014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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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산업 활성화정책 : 47,462,053 46,462,053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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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 5,413,000 4,413,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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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5,413,000 4,413,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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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

1,000,000,000원 = 1,000,000(X1,000,000)ㅇ 솔루션앵커 장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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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8,778,895,612 8,777,894,289 1,001,323

(X4,490,180,060) (X4,489,178,737) (X1,001,32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2,903,697,312 2,903,343,191 354,121

(X2,257,477,193) (X2,257,123,072) (X354,121)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2,903,640,426 2,903,286,305 354,121

(X2,257,477,193) (X2,257,123,072) (X354,121)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47,135,322 46,781,201 354,121

(X7,916,611) (X7,562,490) (X354,121)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5,019,611 4,665,490 354,121

(X5,019,611) (X4,665,490) (X354,12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4,121

354,121,000원 = 354,121(X354,121)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부서 : 869,885,254 869,385,254 500,000

(X372,656,511) (X372,156,511) (X500,00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정책 : 867,798,776 867,298,776 500,000

(X372,656,511) (X372,156,511) (X500,000)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7,253,040 6,753,040 500,000

(X1,577,275) (X1,077,275) (X500,000)

단위 :

(일반회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500,000 1,000,000 500,000

(X1,500,000) (X1,000,000) (X500,000)

(100-401-01) 시설비 500,000

500,000,000원 = 500,000(X500,000)ㅇ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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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부서 : 192,262,812 192,115,610 147,202

(X93,787,140) (X93,639,938) (X147,202)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57,591,334 57,541,847 49,487

(X3,881,869) (X3,832,382) (X49,487)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4,120,869 24,071,382 49,487

(X3,621,500) (X3,572,013) (X49,487)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8,267,138 8,217,651 49,487

(X3,064,855) (X3,015,368) (X49,487)

(100-307-05) 민간위탁금 49,487

49,487,000원 = 49,487(X49,487)ㅇ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정책 : 134,502,873 134,405,158 97,715

(X89,905,271) (X89,807,556) (X97,715)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134,502,873 134,405,158 97,715

(X89,905,271) (X89,807,556) (X97,715)

단위 :

(일반회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0,103,973 10,006,258 97,715

(X5,573,526) (X5,475,811) (X97,71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7,715

97,715,000원 = 97,715(X97,715)ㅇ 지역자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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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3,602,005,523 3,577,242,068 24,763,455

(X202,249,134) (X177,485,679) (X24,763,455)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부서 : 889,352,414 885,791,414 3,561,000

(X89,019,800) (X85,458,800) (X3,561,000)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정책 : 530,812,954 527,251,954 3,561,000

(X89,019,800) (X85,458,800) (X3,561,000)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530,812,954 527,251,954 3,561,000

(X89,019,800) (X85,458,800) (X3,561,000)

단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91,882,000 88,321,000 3,561,000

(X27,691,000) (X24,130,000) (X3,561,000)

(201-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3,561,000

3,561,000,000원 = 3,561,000(X3,561,000)ㅇ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국비)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부서 : 630,879,336 626,768,136 4,111,200

(X21,701,947) (X17,590,747) (X4,111,200)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정책 : 630,723,502 626,612,302 4,111,200

(X21,701,947) (X17,590,747) (X4,111,200)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교통관리계정) 83,373,913 79,262,713 4,111,200

(X19,344,947) (X15,233,747) (X4,111,2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급 3,206,500 1,528,100 1,678,400

(X3,206,500) (X1,528,100) (X1,678,400)

(202-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78,400

1,678,400,000원 = 1,678,400(X1,678,400)ㅇ 전세버스 기사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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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실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2,432,800 0 2,432,800

(X2,432,800) (X2,432,800)

(202-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432,800

2,432,800,000원 = 2,432,800(X2,432,800)ㅇ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부서 : 418,428,494 402,297,294 16,131,200

(X42,339,300) (X26,208,100) (X16,131,200)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정책 : 418,352,516 402,221,316 16,131,200

(X42,339,300) (X26,208,100) (X16,131,200)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418,352,516 402,221,316 16,131,200

(X42,339,300) (X26,208,100) (X16,131,2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42,036,900 25,905,700 16,131,200

(X42,036,900) (X25,905,700) (X16,131,200)

(202-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131,200

16,131,200,000원 = 16,131,200(X16,131,200)ㅇ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부서 : 188,241,923 187,281,868 960,055

(X24,538,895) (X23,578,840) (X960,055)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정책 : 150,860,641 149,900,586 960,055

(X24,538,895) (X23,578,840) (X960,055)

보행환경 개선 83,822,255 82,862,200 960,055

(X2,409,895) (X1,449,840) (X960,055)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가공배전선 지중화 34,086,895 33,126,840 960,055

(X2,409,895) (X1,449,840) (X9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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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실

(205-401-01) 시설비 960,055

960,055,000원 = 960,055(X960,055)ㅇ 자치구 지중화사업



평생교육국 4,451,436,755 4,451,371,755 65,000

(X11,175,044) (X11,110,044) (X65,00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부서 : 99,878,587 99,813,587 65,000

(X11,047,404) (X10,982,404) (X65,00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99,817,939 99,752,939 65,000

(X11,047,404) (X10,982,404) (X65,000)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20,403,245 20,338,245 65,000

(X3,774,426) (X3,709,426) (X65,000)

단위 :

(일반회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144,600 109,600 35,000

(X70,000) (X35,000) (X3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

35,000,000원 = 35,000(X35,000)ㅇ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70,000 40,000 30,000

(X70,000) (X40,000) (X3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30,000,000원 = 30,000(X30,000)ㅇ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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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260,073,390 257,076,590 2,996,800

(X42,523,100) (X39,526,300) (X2,996,8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부서 : 67,768,860 67,122,060 646,800

(X646,800) (X646,80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정책 : 58,577,959 57,931,159 646,800

(X646,800) (X646,800)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54,435,459 53,788,659 646,800

(X646,800) (X646,800)

단위 :

(일반회계)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1,947,800 1,301,000 646,800

(X646,800) (X646,8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68,800

268,800,000원 = 268,800(X268,800)ㅇ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8,000

378,000,000원 = 378,000(X378,000)ㅇ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61,435,006 59,085,006 2,350,000

(X29,895,404) (X27,545,404) (X2,350,000)

시민생활체육 진흥정책 : 60,998,308 58,648,308 2,350,000

(X29,895,404) (X27,545,404) (X2,350,000)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22,892,500 20,542,500 2,350,000

(X19,065,500) (X16,715,500) (X2,350,000)

단위 :

(일반회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4,000,000 2,000,000 2,000,000

(X4,000,000) (X2,000,000) (X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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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

2,000,000,000원 = 2,000,000(X2,000,000)ㅇ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665,000 315,000 350,000

(X665,000) (X315,000) (X35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0

350,000,000원 = 350,000(X350,000)ㅇ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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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657,497,848 656,762,754 735,094

(X225,194,927) (X224,459,833) (X735,09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244,467,492 243,732,398 735,094

(X75,585,563) (X74,850,469) (X735,094)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243,285,154 242,550,060 735,094

(X75,585,563) (X74,850,469) (X735,094)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92,304,511 92,100,211 204,300

(X62,550,064) (X62,345,764) (X204,300)

단위 :

(일반회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1,225,800 1,021,500 204,300

(X1,225,800) (X1,021,500) (X204,3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4,300

204,300,000원 = 204,300(X204,300)ㅇ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70,849,946 70,319,152 530,794

(X8,277,142) (X7,746,348) (X530,794)

단위 :

(일반회계)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1,350,766 1,136,638 214,128

(X674,947) (X460,819) (X214,128)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14,128

214,128,000원 = 214,128(X214,128)ㅇ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코로나 우울 예방 심리지원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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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 116,666 0 116,666

(X116,666) (X116,666)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6,666

116,666,000원 = 116,666(X116,666)ㅇ 15인승 버스구입, 개조비, 필요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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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시민협력국 77,829,210 77,769,210 60,000

(X60,000) (X60,000)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부서 : 10,892,932 10,832,932 60,000

(X60,000) (X60,00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정책 : 10,743,708 10,683,708 60,000

(X60,000) (X60,000)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9,055,208 8,995,208 60,000

(X60,000) (X60,000)

단위 :

(일반회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

60,000 0 60,000

(X60,000) (X6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60,000,000원 = 60,000(X60,000)ㅇ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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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협력국



주택정책실 3,420,342,032 3,395,535,782 24,806,250

(X1,109,524,443) (X1,084,718,193) (X24,806,25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부서 : 1,680,956,597 1,656,150,347 24,806,250

(X911,754,167) (X886,947,917) (X24,806,250)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1,670,557,536 1,645,751,286 24,806,250

(X911,754,167) (X886,947,917) (X24,806,250)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1,002,673,153 977,866,903 24,806,250

(X568,588,167) (X543,781,917) (X24,806,25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142,625,000 117,818,750 24,806,250

(X55,125,000) (X30,318,750) (X24,806,250)

(204-404-01)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24,806,250

24,806,250,000원 = 24,806,250(X24,806,250)ㅇ 공공원룸주택 매입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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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실



푸른도시국 854,734,873 854,725,273 9,600

(X35,104,851) (X35,095,251) (X9,6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79,839,111 79,829,511 9,600

(X13,585,620) (X13,576,020) (X9,600)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79,125,245 79,115,645 9,600

(X13,585,620) (X13,576,020) (X9,600)

생태계 보전사업 55,404,718 55,395,118 9,600

(X13,250,620) (X13,241,020) (X9,600)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 14,000 5,000 9,000

(X14,000) (X5,000) (X9,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

9,000,000원 = 9,000(X9,000)ㅇ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바우처 지원 600 0 600

(X600) (X6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

600,000원 = 600(X600)ㅇ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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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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