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13차 간주예산

서 울 특 별 시



100 일반회계 33,352,123,254 23,369,97533,375,493,229

500 보조금 7,054,318,915 23,369,9757,077,688,890

510 국고보조금등 7,054,318,915 23,369,9757,077,688,890

511 국고보조금등 7,054,318,915 23,369,9757,077,688,890

01 국고보조금 6,741,628,850 21,671,1916,763,300,041

213,77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51,126ㅇ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51,126,000원

162,650ㅇ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62,650,000원

168,82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167,039ㅇ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167,039,000원

1,782ㅇ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782,000원

25,00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5,000ㅇ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25,000,000원

100,914<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100,914ㅇ 양곡관리 100,914,000원

311,077<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311,077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311,077,000원

15,00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15,004ㅇ 노숙인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15,004,000원

12,000< 행정국 자치행정과 >

12,000ㅇ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12,000,000원

784,59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623,569ㅇ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 623,569,000원

161,030ㅇ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희석제) 161,030,000원

20,000,00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20,000,000ㅇ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20,000,000,000원

4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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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ㅇ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40,000,000원

03 기금 250,973,764 1,698,784252,672,548

231,390<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3,300ㅇ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3,300,000원

198,090ㅇ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198,090,000원

5,000ㅇ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5,000,000원

25,000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5,000,000원

1,24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1,243ㅇ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1,243,000원

4,037<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4,037ㅇ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보조) 4,037,000원

83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834ㅇ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원 834,000원

1,00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400,000ㅇ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계속) 건립지원 400,000,000원

600,000ㅇ 국민체육센터(제로에너지 계속) 건립지원 600,000,000원

11,28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11,280ㅇ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11,280,000원

45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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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교통사업특별회계 1,757,302,318 690,4001,757,992,718

500 보조금 105,565,714 690,400106,256,114

510 국고보조금등 105,565,714 690,400106,256,114

511 국고보조금등 105,565,714 690,400106,256,114

01 국고보조금 67,762,714 690,40068,453,114

690,400<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690,400ㅇ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690,400,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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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주택사업특별회계 2,620,547,348 2,623,3552,623,170,703

500 보조금 817,348,649 2,623,355819,972,004

510 국고보조금등 817,348,649 2,623,355819,972,004

511 국고보조금등 817,348,649 2,623,355819,972,004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767,000 432,00031,199,000

432,00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200,000ㅇ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00,000,000원

32,000ㅇ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32,000,000원

200,000ㅇ 좌원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200,000,000원

03 기금 786,581,649 2,191,355788,773,004

2,111,35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2,111,355ㅇ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2,111,355,000원

80,00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80,000ㅇ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80,000,000원

215 균형발전특별회계 192,190,783 1,085,000193,275,783

500 보조금 35,176,000 1,085,00036,261,000

510 국고보조금등 35,176,000 1,085,00036,261,000

511 국고보조금등 35,176,000 1,085,00036,261,000

01 국고보조금 10,232,000 1,085,00011,317,000

1,085,00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1,085,000ㅇ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1,085,000,000원

2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77,947,729 18,6951,677,966,424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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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보조금 830,939,646 18,695830,958,341

510 국고보조금등 830,939,646 18,695830,958,341

511 국고보조금등 830,939,646 18,695830,958,341

01 국고보조금 830,939,646 18,695830,958,341

18,69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18,695ㅇ 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업) 18,695,000원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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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2,855,975,012 2,854,245,745 1,729,267

(X1,017,599,375) (X1,015,870,108) (X1,729,267)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부서 : 44,012,822 43,781,432 231,390

(X14,945,957) (X14,714,567) (X231,390)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정책 : 43,769,858 43,538,468 231,390

(X14,945,957) (X14,714,567) (X231,390)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42,733,206 42,501,816 231,390

(X14,945,957) (X14,714,567) (X231,390)

단위 :

(일반회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40,300 37,000 3,300

(X21,800) (X18,500) (X3,30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300

3,300,000원 = 3,300(X3,300)ㅇ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198,090 0 198,090

(X198,090) (X198,090)

(100-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8,090

198,090,000원 = 198,090(X198,090)ㅇ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806,076 801,076 5,000

(X405,538) (X400,538) (X5,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

5,000,000원 = 5,000(X5,000)ㅇ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715,655 2,690,655 25,000

(X1,017,271) (X992,271) (X25,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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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25,000,000원 = 25,000(X25,000)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부서 : 667,514,443 667,299,424 215,019

(X326,557,765) (X326,342,746) (X215,019)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 666,306,522 666,091,503 215,019

(X326,557,765) (X326,342,746) (X215,019)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74,740,771 174,525,752 215,019

(X18,633,968) (X18,418,949) (X215,019)

단위 :

(일반회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1,406,601 1,405,358 1,243

(X398,229) (X396,986) (X1,243)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43

1,243,000원 = 1,243(X1,243)ㅇ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7,663,282 7,500,632 162,650

(X3,912,966) (X3,750,316) (X162,65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2,650

162,650,000원 = 162,650(X162,650)ㅇ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2,289,926 2,238,800 51,126

(X1,170,526) (X1,119,400) (X51,12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126

51,126,000원 = 51,126(X51,126)ㅇ 인건비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부서 : 170,551,977 169,294,119 1,257,858

(X41,973,484) (X40,715,626) (X1,257,858)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정책 : 169,010,949 167,753,091 1,257,858

(X41,973,484) (X40,715,626) (X1,25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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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서비스 증진 49,842,939 49,838,902 4,037

(X20,023,430) (X20,019,393) (X4,037)

단위 :

(일반회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보조) 1,205,145 1,201,108 4,037

(X536,930) (X532,893) (X4,03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37

4,037,000원 = 4,037(X4,037)ㅇ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108,497,961 108,329,140 168,821

(X19,975,054) (X19,806,233) (X168,821)

단위 :

(일반회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5,297,252 5,295,470 1,782

(X207,702) (X205,920) (X1,78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82

1,782,000원 = 1,782(X1,782)ㅇ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26,009,171 25,842,132 167,039

(X3,060,143) (X2,893,104) (X167,03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7,039

167,039,000원 = 167,039(X167,039)ㅇ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10,670,049 9,585,049 1,085,000

(X1,975,000) (X890,000) (X1,085,000)

단위 :

(균형발전특별회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7,859,144 6,774,144 1,085,000

(X1,960,000) (X875,000) (X1,085,000)

(21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85,000

1,085,000,000원 = 1,085,000(X1,085,000)ㅇ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부서 : 24,357,093 24,332,093 25,000

(X3,772,542) (X3,747,542) (X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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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정책 : 24,012,260 23,987,260 25,000

(X3,772,542) (X3,747,542) (X25,000)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7,533,370 7,508,370 25,000

(X25,000) (X25,000)

단위 :

(일반회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6,555,553 6,530,553 25,000

(X25,000) (X25,000)

(100-307-05) 민간위탁금 25,000

25,000,000원 = 25,000(X25,000)ㅇ 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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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 735,576,620 735,475,706 100,914

(X102,483,656) (X102,382,742) (X100,914)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부서 : 69,441,219 69,340,305 100,914

(X18,967,799) (X18,866,885) (X100,914)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31,358,972 31,258,058 100,914

(X11,342,189) (X11,241,275) (X100,914)

유통거래질서 확립 10,901,972 10,801,058 100,914

(X5,205,189) (X5,104,275) (X100,914)

단위 :

(일반회계)

양곡관리 5,205,189 5,104,275 100,914

(X5,205,189) (X5,104,275) (X100,914)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914

100,914,000원 = 100,914(X100,914)ㅇ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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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8,780,727,551 8,780,382,775 344,776

(X4,492,011,999) (X4,491,667,223) (X344,77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부서 : 3,880,831,639 3,880,812,944 18,695

(X1,565,255,308) (X1,565,236,613) (X18,695)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정책 : 393,538 374,843 18,695

(X71,049) (X52,354) (X18,695)

인력운영비 123,403 104,708 18,695

(X71,049) (X52,354) (X18,695)

단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업) 123,403 104,708 18,695

(X71,049) (X52,354) (X18,695)

(208-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8,695

18,695,000원 = 18,695(X18,695)ㅇ 무기계약근로자보수(3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부서 : 2,904,745,552 2,904,434,475 311,077

(X2,258,525,433) (X2,258,214,356) (X311,077)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2,904,688,666 2,904,377,589 311,077

(X2,258,525,433) (X2,258,214,356) (X311,077)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47,816,567 47,505,490 311,077

(X8,597,856) (X8,286,779) (X311,077)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5,700,856 5,389,779 311,077

(X5,700,856) (X5,389,779) (X311,07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1,077

311,077,000원 = 311,077(X311,077)ㅇ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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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부서 : 192,277,816 192,262,812 15,004

(X93,802,144) (X93,787,140) (X15,004)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57,606,338 57,591,334 15,004

(X3,896,873) (X3,881,869) (X15,004)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4,135,873 24,120,869 15,004

(X3,636,504) (X3,621,500) (X15,004)

단위 :

(일반회계)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220,624 205,620 15,004

(X117,814) (X102,810) (X15,004)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15,004

15,004,000원 = 15,004(X15,004)ㅇ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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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3,602,725,523 3,602,035,123 690,400

(X202,969,134) (X202,278,734) (X690,400)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부서 : 631,569,736 630,879,336 690,400

(X22,392,347) (X21,701,947) (X690,400)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정책 : 631,413,902 630,723,502 690,400

(X22,392,347) (X21,701,947) (X690,400)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교통관리계정) 84,064,313 83,373,913 690,400

(X20,035,347) (X19,344,947) (X690,4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3,123,200 2,432,800 690,400

(X3,123,200) (X2,432,800) (X690,400)

(202-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90,400

690,400,000원 = 690,400(X690,400)ㅇ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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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실



행정국 5,968,764,732 5,968,752,732 12,000

(X1,261,619,284) (X1,261,607,284) (X12,000)

행정국 자치행정과부서 : 5,708,568,588 5,708,556,588 12,000

(X1,261,619,284) (X1,261,607,284) (X12,000)

긴급재난지원정책 : 1,602,086,772 1,602,074,772 12,000

(X1,259,124,560) (X1,259,112,560) (X12,000)

긴급재난지원 1,602,086,772 1,602,074,772 12,000

(X1,259,124,560) (X1,259,112,560) (X12,000)

단위 :

(일반회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
영 지원)

11,750,333 11,738,333 12,000

(X11,750,333) (X11,738,333) (X12,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00

12,000,000원 = 12,000(X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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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국 4,451,437,589 4,451,436,755 834

(X11,175,878) (X11,175,044) (X83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부서 : 99,879,421 99,878,587 834

(X11,048,238) (X11,047,404) (X834)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99,818,773 99,817,939 834

(X11,048,238) (X11,047,404) (X834)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62,907,286 62,906,452 834

(X6,919,712) (X6,918,878) (X834)

단위 :

(일반회계)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원 94,953 94,119 834

(X94,953) (X94,119) (X834)

(100-307-05) 민간위탁금 834

834,000원 = 834(X834)ㅇ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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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261,745,390 260,745,390 1,000,000

(X44,195,100) (X43,195,100) (X1,000,00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부서 : 63,039,506 62,039,506 1,000,000

(X31,499,904) (X30,499,904) (X1,000,000)

시민생활체육 진흥정책 : 62,602,808 61,602,808 1,000,000

(X31,499,904) (X30,499,904) (X1,000,000)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24,492,500 23,492,500 1,000,000

(X20,665,500) (X19,665,500) (X1,000,000)

단위 :

(일반회계)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계속) 건립 지원 2,400,000 2,000,000 400,000

(X2,400,000) (X2,000,000) (X4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

400,000,000원 = 400,000(X400,000)ㅇ ㅇ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계속) 건립지원

국민체육센터(제로에너지) 건립 지원 1,100,000 500,000 600,000

(X1,100,000) (X500,000) (X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600,000,000원 = 600,000(X600,000)ㅇ 국민체육센터(제로에너지 계속)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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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658,784,357 657,988,478 795,879

(X226,481,436) (X225,685,557) (X795,87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부서 : 245,498,098 244,713,499 784,599

(X76,616,169) (X75,831,570) (X784,599)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244,315,760 243,531,161 784,599

(X76,616,169) (X75,831,570) (X784,599)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93,335,117 92,550,518 784,599

(X63,580,670) (X62,796,071) (X784,599)

단위 :

(일반회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 3,961,519 3,337,950 623,569

(X3,961,519) (X3,337,950) (X623,569)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3,569

623,569,000원 = 623,569(X623,569)ㅇ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희석제) 717,161 556,131 161,030

(X717,161) (X556,131) (X161,03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1,030

161,030,000원 = 161,030(X161,030)ㅇ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부서 : 154,123,551 154,112,271 11,280

(X64,806,701) (X64,795,421) (X11,280)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153,907,315 153,896,035 11,280

(X64,788,326) (X64,777,046) (X11,280)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51,698,669 51,687,389 11,280

(X8,040,444) (X8,029,164) (X11,280)

단위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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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37,280 26,000 11,280

(X37,280) (X26,000) (X11,28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280

11,280,000원 = 11,280(X11,280)ㅇ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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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주택정책실 3,442,533,387 3,420,342,032 22,191,355

(X1,131,715,798) (X1,109,524,443) (X22,191,35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부서 : 1,700,956,597 1,680,956,597 20,000,000

(X931,754,167) (X911,754,167) (X20,000,000)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 1,690,557,536 1,670,557,536 20,000,000

(X931,754,167) (X911,754,167) (X20,000,000)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538,190,185 518,190,185 20,000,000

(X358,066,000) (X338,066,000) (X20,000,000)

단위 :

(일반회계)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533,072,147 513,072,147 20,000,000

(X357,641,000) (X337,641,000) (X20,00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00

20,000,000,000원 = 20,000,000(X20,000,000)ㅇ 주거급여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부서 : 668,972,441 666,861,086 2,111,355

(X168,352,358) (X166,241,003) (X2,111,355)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책 : 584,017,377 581,906,022 2,111,355

(X168,352,358) (X166,241,003) (X2,111,355)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213,477,951 211,366,596 2,111,355

(X84,061,753) (X81,950,398) (X2,111,355)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43,259,264 41,147,909 2,111,355

(X13,022,236) (X10,910,881) (X2,111,355)

(204-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111,355

2,111,355,000원 = 2,111,355(X2,111,355)ㅇ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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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부서 : 26,872,797 26,792,797 80,000

(X80,000) (X80,000)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정책 : 5,735,453 5,655,453 80,000

(X80,000) (X80,000)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
선(주택사업특별)

2,050,000 1,970,000 80,000

(X80,000) (X8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390,000 310,000 80,000

(X80,000) (X80,000)

(204-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0,000

80,000,000원 = 80,000(X80,000)ㅇ 사업성분석 지원(1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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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1,649,614,496 1,649,182,496 432,000

(X55,574,806) (X55,142,806) (X432,000)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부서 : 102,978,939 102,746,939 232,000

(X30,999,000) (X30,767,000) (X232,000)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정책 : 102,888,182 102,656,182 232,000

(X30,999,000) (X30,767,000) (X232,000)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85,973,300 85,741,300 232,000

(X30,999,000) (X30,767,000) (X232,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180,000 1,980,000 200,000

(X2,180,000) (X1,980,000) (X20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마중물 사업 실시 비용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생활 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
술 지원사업

192,000 160,000 32,000

(X192,000) (X160,000) (X32,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000

32,000,000원 = 32,000(X32,000)ㅇ 스마트 보행안심 시스템 및 설치비 등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부서 : 59,637,646 59,437,646 200,000

(X16,941,706) (X16,741,706) (X200,000)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정책 : 59,568,622 59,368,622 200,000

(X16,941,706) (X16,741,706) (X200,000)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50,220,016 50,020,016 200,000

(X11,450,000) (X11,250,000) (X200,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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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본부



좌원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200,000 0 200,000

(X200,000) (X200,000)

(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200,000,000원 = 200,000(X200,000)ㅇ (임시)이주상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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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854,774,873 854,734,873 40,000

(X35,144,851) (X35,104,851) (X4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부서 : 75,063,358 75,023,358 40,000

(X6,848,000) (X6,808,000) (X40,0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정책 : 74,620,855 74,580,855 40,000

(X6,848,000) (X6,808,000) (X40,000)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23,450,011 23,410,011 40,000

(X1,088,000) (X1,048,000) (X40,000)

단위 :

(일반회계)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1,000,000 960,000 40,000

(X1,000,000) (X960,000) (X40,000)

(100-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0,000

40,000,000원 = 40,000(X40,000)ㅇ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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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91,479,272 91,029,272 450,000

(X900,000) (X450,000) (X45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부서 : 91,479,272 91,029,272 450,000

(X900,000) (X450,000) (X450,000)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정책 : 21,467,120 21,017,120 450,000

(X900,000) (X450,000) (X450,000)

한강 접근체계 개선 5,241,000 4,791,000 450,000

(X900,000) (X450,000) (X450,000)

단위 :

(일반회계)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신설 1,800,000 1,350,000 450,000

(X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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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