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한 것은 

2020

제4장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1. 예산이용( 0  건) 0  원

   (1) 일반회계는 0  건) 0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0  건) 0  원

 2. 예산전용( 211  건) 59,420,047,000  원

   (1) 일반회계는 174  건) 47,910,674,000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37  건) 11,509,373,000  원

 3. 예산이체( 193  건) 1,227,861,812,280  원

   (1) 일반회계는 104  건) 106,104,559,700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89  건) 1,121,757,252,580  원 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산이용
    (없음)

제4장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나. 예산전용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74건 4,607,390,078,000 47,910,674,000 47,910,674,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담당관

일반행정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07-05
민간위탁금 3,373,050,000 400,000,000

2020-07-29
시민청 태평홀 화상회의 스튜디오 조성(장비임
차) 및 관리운영 대행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 
전용시민청 운영 및 확산

201-01
사무관리비 476,500,000 40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11,425,000

2020-11-09
코로나 관련 여성발전센터 생활체육시설 장기 
휴관에 따른 손실 일부 보전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061,931,000 11,425,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발전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9,600,000 3,000,000

2020-12-22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장기 휴관에 따른 '2
0년 손실금 보전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163,485,000 3,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202-03
국외업무여비 10,000,000 10,000,000

2020-12-22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장기 휴관에 따른 '2
0년 손실금 보전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121,489,000 1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176,750,000 18,974,000

2020-12-22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장기 휴관에 따른 '2
0년 손실금 보전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131,489,000 18,974,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226,750,000 50,000,000

2020-11-09
코로나 관련 여성발전센터 생활체육시설 장기 
휴관에 따른 손실 일부 보전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001,931,000 5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28,156,000 48,133,000

2020-12-22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장기 휴관에 따른 '2
0년 손실금 보전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073,356,000 48,133,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4,829,977,000 60,000,000

2020-11-09
코로나 관련 여성발전센터 생활체육시설 장기 
휴관에 따른 손실 일부 보전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941,931,000 6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074,810,000 10,000,000

2020-11-09
코로나 관련 여성발전센터 생활체육시설 장기 
휴관에 따른 손실 일부 보전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051,931,000 10,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발전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298,318,000 13,022,000

2020-12-22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장기 휴관에 따른 '2
0년 손실금 보전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150,463,000 13,022,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 19,852,000

2020-11-02
스페이스 살림 공사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감
리인력 연장배치가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일부
를 감리비로 변경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401-02
감리비 776,096,000 19,852,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
담소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479,568,000 39,807,000

2020-08-10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
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43,292,000 39,807,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
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11,000,000

2020-10-23
꿈나무마을 공간개선 기술용역관련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한 예산 필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1-01
시설비 259,270,000 11,0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997,209,000 60,000,000

2020-03-13
자치구 중심의 우리키움참여단 구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전용 필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71,120,000 60,000,00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노동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201-01
사무관리비 83,000,000 8,900,000

2020-10-27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준비와 운영을 위
한 기간제 인력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에 
따른 예산 전용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00,000 8,900,00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노동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17,000,000

2020-08-12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창립 준비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력 투입 소요예산 확보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00,00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노동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317,322,000 99,000,000

2020-11-17
서울시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

성
201-01
사무관리비 156,000,000 99,000,00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
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3,000,000 90,000,000

2020-12-16
플랫폼 라이더 안전운행 캠페인 시행을 위한 
예산전용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

성
201-01
사무관리비 752,000,000 90,000,00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
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0,000 297,000,000

2020-11-26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 및 실
태조사를 위한 예산 전용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

성
201-01
사무관리비 255,000,000 297,000,00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
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3,000,000 200,000,000

2020-11-27 안전보건표지 제작을 위한 예산전용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
성

201-01
사무관리비 552,000,000 200,000,00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
성

201-01
사무관리비 176,000,000 20,000,000

2020-08-03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업무처리를 위한 기
간제 인력의 추가투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함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

대 노동자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4,000,000 20,000,00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노동

노동존중문화 확산
201-01
사무관리비 308,680,000 50,000,000

2020-06-10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적시 집행을 위한 인건비
 확보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

대 노동자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4,000,000 50,000,00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노동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511,442,000 9,000,000

2020-06-10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401-01
시설비 9,000,00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노동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557,442,000 46,000,000

2020-06-03
사무관리비로 물품구매가 불가하여 알맞은 통
계목으로 전용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6,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산업진흥ㆍ고도화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81,590,000 155,000,000

2020-03-20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동네음식점 긴급 
지원을 위해 예산 전용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064,904,000 155,000,00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
담당관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58,807,000 500,000,000

2020-06-23
자치단체자본보조 부족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전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62,275,000 500,000,000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
제담당관

사회복지일반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618,000,000 366,583,000

2020-11-05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350,000,000 366,583,000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
제담당관

사회복지일반

마을기업 육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25,000,000 30,000,000

2020-04-27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긴급지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312,856,000 30,000,0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재난방재ㆍ민방위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59,110,000 26,000,000

2020-12-15 충무기밀실 영상회의 활용장비 구축비로 전용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
지관리

401-01
시설비 536,831,000 26,000,00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재난방재ㆍ민방위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201-01
사무관리비 154,331,000 132,000,000

2020-12-15
충무기밀실 영상회의 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 
전용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

지관리
401-01
시설비 404,831,000 132,0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
도시담당관

일반행정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201-02
공공운영비 144,682,000 29,245,000

2020-10-30
2020년 시민체감 스마트폴 구축 시범사업의 시
청광장 확대구축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52,500,000 29,245,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
도시담당관

일반행정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201-02
공공운영비 166,682,000 22,000,000

2020-10-08 스마트폴 구축 시범사업 감리용역 추진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401-02
감리비 22,0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
도시담당관

일반행정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207-02
전산개발비 438,199,000 70,755,000

2020-10-30
2020년 시민체감 스마트폴 구축 시범사업의 시
청광장 확대구축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401-01
시설비 332,500,000 70,755,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
신보안담당관

일반행정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
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70,000,000 90,000,000

2020-08-03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
화를 위한 전략 수립 용역 수행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

영
207-01
연구용역비 90,000,00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
측

202-03
국외업무여비 54,940,000 121,000

2020-12-23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상
승분 반영과 3년치 정산분처리로 인한 부족분 
반영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

측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500,000 121,00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2,894,582,000 1,040,000,000

2020-06-19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크 허브 조성을
 위한 시설비 확보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401-01
시설비 592,000,000 1,040,000,00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205,000,000 5,000,000

2020-05-20 금융대학원 시설조성에 필요예산 확보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
원

401-03
시설부대비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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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230,000,000 25,000,000

2020-05-20 금융대학원 시설조성에 필요예산 확보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
원

401-02
감리비 25,000,00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00 1,270,000,000

2020-05-20 금융대학원 시설조성에 필요예산 확보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
원

401-01
시설비 140,000,000 1,270,000,00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104,000,000 2,373,000,000

2020-03-19
하반기 자치구 보조금 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201-01
사무관리비 161,280,000 2,373,000,00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462,000,000 21,358,000,000

2020-03-19
하반기 자치구 보조금 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38,760,000 21,358,000,00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5,939,047,000 28,000,000

2020-12-10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부족으
로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68,000,000 28,000,00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6,419,047,000 480,000,000

2020-12-10
기술교육원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탁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402-03
민간위탁사업비 3,855,091,000 480,000,00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386,547,000 100,000,000

2020-07-23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노동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
대

406-01
기타자본이전 200,000,000 80,000,000

2020-04-01 서울청년일자리센터 협약연장을 위한 예산전용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
대

201-01
사무관리비 675,000,000 80,000,000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
성화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257,320,000 160,381,000

2020-03-27
안암동 캠퍼스타운 활동가 활동비 관련 사업비
목 변경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23,240,000 160,381,000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
성화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캠퍼스타운(단위형) 2단계 추
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218,260,000 198,820,000

2020-03-27
창업공간 확대 등으로 인한 자본보조 예산 증
액 조정캠퍼스타운(단위형) 2단계 추

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307,995,000 198,820,00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479,100,000 100,000,000

2020-07-16
2021년 도시농업박람회 공동개최자치구 선정(
양천)에 따른 사전준비금으로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9,520,000 100,000,00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00,000 45,000,000

2020-10-19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과제 수행을 위한 시
비 확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01-01
시설비 270,000,000 45,000,00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31,449,000

2020-12-03
서울먹거리창업센터 확대이전에 따른 민간위탁
금 증가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098,506,000 31,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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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406-01
기타자본이전 500,000,000 18,400,000

2020-12-03
서울먹거리창업센터 확대 이전에 따른 민간위
탁금 증가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129,955,000 18,400,00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206-01
재료비 100,000,000 15,000,000

2020-06-04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소진으로 인한 예산 
전용사용

농업 재해보험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00 15,000,000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서울 농업인 농기계 구매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100,000,000

2020-05-20 사업 내 예산과목(편성목 및 통계목) 전용
서울 농업인 농기계 구매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000,000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
과

일반행정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461,736,000 74,000,000

2020-10-22
운영비 부족을 위해 전용(공기관위탁에서 사무
관리비로 전용)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250,000,000 74,000,000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
과

농업ㆍ농촌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480,000,000 50,600,000

2020-08-06
위기농수산물 판로지원을 위한 자치구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 신규추진으로, 자치구 교부를 
위한 예산 전용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600,000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
단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274,309,000 160,000,000

2020-01-13
G밸리 개발계획 관련 제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

성화 추진
401-01
시설비 160,000,000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
단

산업진흥ㆍ고도화

G밸리 산업관 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40,000,000 63,000,000

2020-12-02
산업관 개관 사업으로 보존처리 및 투어프로그
램 개발 용역비 부족 

G밸리 산업관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366,991,000 63,000,000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
단

산업진흥ㆍ고도화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364,589,000 130,000,000

2020-10-19 DMC 랜드마크 용지의 도시관리계획 용역

DMC 활성화
401-01
시설비 130,000,00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7,168,320,000 860,000,000

2020-12-18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비용 지원

보훈단체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000,000 860,000,00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06-01
기타자본이전 22,361,000 22,361,000

2020-05-29 실태조사 관리 시스템 구축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448,177,000 22,361,00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
담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90,627,000,000 468,757,000

2020-11-30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

기초연금 지급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36,405,853,000 468,757,00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
담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92,057,000,000 430,000,000

2020-05-25 어르신 건강안전 솔루션 IoT 기기 설치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시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24,944,000 430,000,000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
원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25,000,000 465,000,000

2020-09-08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사업 추진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440,084,000 46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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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263,010,000 40,000,000

2020-12-17
민간위탁시설 비품 구매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40,000,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97,354,811,000 89,000,000

2020-12-17
장애인거주시설 방역기자재 구매 지원 위해 사
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9,000,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418,000,000 100,000,000

2020-04-03 휠체어 전용가방 보급 추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286,544,000 100,000,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15,400,000 135,000,000

2020-11-24 계약 보증금 지출액 확보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406-01
기타자본이전 135,000,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05,400,000 90,000,000

2020-11-24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입주 준비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90,000,00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
책과

취약계층지원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
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60,000,000 20,000,000

2020-11-24 의사소통 보조기기 확보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
진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0,000,000 20,000,00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
원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7,400,273,000 589,000,000

2020-12-07
장애수당-기초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 통보
에 의거, 추가 교부에 필요한 시비 매칭

장애수당-기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9,173,000,000 589,000,00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
원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7,618,273,000 218,000,000

2020-12-07
장애수당-차상위 등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추가 교부에 필요한 시비 매칭

장애수당-차상위 등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212,000,000 218,000,00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860,543,000 15,000,000

2020-03-19 노숙인 정책 국제 콘퍼런스 개최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9,500,000 15,000,00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965,543,000 105,000,000

2020-03-19 노숙인 정책 국제 콘퍼런스 개최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0,000,000 105,000,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문화도시 서울
201-01
사무관리비 512,984,000 1,200,000

2020-12-08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확보(문화정책
과-17327(2020.12.8.)호)

문화도시 서울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738,000 1,20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국악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700,000,000 80,000,000

2020-06-09
국악활성화 예산전용계획(문화예술과-8510호, 
2020.6.9)

국악 활성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00,00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
201-03
행사운영비 170,000,000 100,000,000

2020-06-15
자치구 생활합창 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를 위
해 예산 전용을 신청함

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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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2,780,000,000 520,000,000

2020-01-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지역대표공
연예술제의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 전용을 신청
함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전환

)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000,000 520,000,00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화및관광일반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0,000 3,000,000,000

2020-07-31
디자인재단 위탁사업에서 시 직접사업으로 사
업추진주체 변경에 따른 전용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401-01
시설비 3,000,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과거시험 재현
201-03
행사운영비 104,000,000 9,000,000

2020-11-04
딜쿠샤 원형 복원공사 추가예산 확보(역사문화
재과-20295호, 2020.11.3.)

딜쿠샤 복원 및 활용
401-02
감리비 9,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과거시험 재현
201-03
행사운영비 150,000,000 46,000,000

2020-11-04
딜쿠샤 원형 복원공사 추가예산 확보(역사문화
재과-20295호, 2020.11.3.)

딜쿠샤 복원 및 활용
401-01
시설비 46,000,00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00,000,000 5,000,000

2020-07-09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 개
선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른 매칭시비
 편성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 5,000,000

문화본부 박물관과 문화및관광일반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
전시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00,000 900,000,000

2020-10-13 사무관리비로 전용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
전시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0 900,000,000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화예술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977,000,000 207,271,000

2020-03-17

「국유재산」제30조(사용허가), 제32조(사용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
른 '20년도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 어린이도서관(사직동 1-28, 사용면적 6,61
1.50㎡)에 대한 국유재산(토지)사용료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
년도 계속허가에 따른 사용료 납부 필요 예산 전용(*국유재산 사용료 : 207,27
0,520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3379호「2020년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
료 납부안내」)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7,271,000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화예술

서울책보고 2호점 개관 사전 
조사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48,000,000

2020-09-29
당초 사전조사(일반용역)에서 기본계획 및 기
본설계(기술용역)로 사업계획이 변경 되어 사
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서울책보고 2호점 개관 사전 

조사
401-01
시설비 48,000,000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공예자료 조사·연구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0 205,000,000

2020-03-04
공예 및 미술분야 전문도서를 대규모 수집할 
예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
비 도서구입비로 전용하여 사용 공예자료 조사·연구

405-02
도서구입비 205,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00,000 96,000,000

2020-02-11
사업예산중 운영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비로 예
산전용(대기정책과-2870, 2020.2.1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000,000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
감과

대기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 1,174,000

2020-10-22
공휴일등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유급휴일 미
지급분 소급 지급을 위한 전용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235,000 1,174,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301-12
기타보상금 4,455,000 1,500,000

2020-06-26 무교별관 임차연장에 따른 임차료 지급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2,725,784,000 1,500,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201-01
사무관리비 64,401,000 14,000,000

2020-12-17 시청사청소관리 인건비 지급

시청사 청소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11,057,000 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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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224,720,000 20,045,000

2020-09-17
시청사 명예시민안내관 추가 운영에 따른 예산
 전용

시청사 명예시민안내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871,000 20,045,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301-12
기타보상금 2,955,000 2,955,000

2020-09-17
시청사 명예시민안내관 추가 운영에 따른 예산
 전용

시청사 명예시민안내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5,916,000 2,955,0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269,720,000 45,000,000

2020-09-16 모바일 전화수첩(앱) 개발을 위한 예산 전용

주요 시정행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92,441,000 45,000,000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
식확산

201-01
사무관리비 71,420,000 3,000,000

2020-09-24
4대보험 정산액 납부(자치행정과-20133(2020.9
.23.))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

식확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3,941,000 3,000,000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일반행정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2,474,067,000 210,000,000

2020-09-10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서버자원 보강, 정보공
개정책과 예산전용 승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19141)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47,460,000 210,000,000

재무국 재무과 기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01-01
보수 535,018,818,000 360,585,000

2020-11-19 12월 직급보조비 부족

인력운영비(통합편성)
204-02
직급보조비 19,367,767,000 360,585,000

재무국 재무과 기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01-01
보수 535,269,902,000 251,084,000

2020-03-23 지급기준액 인상 및 현원증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303-02
성과상여금 21,811,852,000 251,084,00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ㆍ직업교육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99,300,000 100,000,000

2020-06-25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영어창의마을 손실보전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46,634,000 100,000,00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ㆍ직업교육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기능보
강 및 장비구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558,140,000 13,140,000

2020-11-05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협약해지로 시설물 유
지 관리 및 물품, 폐기물 처리 예산 필요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000,000 13,140,00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ㆍ직업교육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기능보
강 및 장비구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685,000,000 32,000,000

2020-09-06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관악영어마을 위탁 종료
에 따라 시설유지 관리 예산 필요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2,000,00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ㆍ직업교육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기능보
강 및 장비구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633,000,000 74,860,000

2020-11-05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협약해지로 시설물 유
지 관리 및 물품, 폐기물 처리 예산 필요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2,000,000 74,860,00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ㆍ직업교육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기능보
강 및 장비구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653,000,000 20,000,000

2020-09-06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관악영어마을 위탁 종료
에 따라 시설유지 관리 예산 필요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000,00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노인ㆍ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4,802,266,000 50,000,000

2020-11-05 청소년성문화센터 철거 관련 예산 전용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064,506,000 5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노인ㆍ청소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5,847,688,000 373,496,000

2020-12-02
시설의 법적 안전기준 이행, 휴관 후 운영 재
개에 따른 긴급 보수, 노후 장비의 교체 등 시
설의 안전 지기키 위함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402-03
민간위탁사업비 383,000,000 373,496,00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노인ㆍ청소년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0 250,000,000

2020-09-28
자치구 중심의 청소년아지트 사업을 시립청소
년센터로 변경조성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33,000,000 250,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91,900,000 50,000,000

2020-08-18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

기 조성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000 50,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
발 운영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000 120,000,000

2020-08-18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

기 조성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50,000,000 120,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0 500,000,000

2020-08-18
사업추진에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방식 변경, 보조사업으로 추진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00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관광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1,600,000 198,000,000

2020-07-07
관광특구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사업 
추진(보조금사업)을 위한 예산 전용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60,000,000 198,000,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313,287,000 35,000,000

2020-11-17 전문기관 용역 검토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
401-01
시설비 11,000,000 35,000,000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체육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
체전 시설개보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800,000,000 120,000,000

2020-02-26 전국소년체전 개최준비를 위한 전용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
체전 시설개보수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20,000,000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체육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
체전 시설개보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50,000,000 18,500,000

2020-02-26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용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

체전 소방·구급·안전 지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39,000,000 18,500,000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체육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
체전 시설개보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80,000,000 30,000,000

2020-02-26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용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

체전 소방·구급·안전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06,000,000 30,000,000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체육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
체전 시설개보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31,500,000 223,760,000

2020-02-26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용

전국소년체전 운영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415,000,000 223,760,000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체육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
체전 시설개보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7,740,000 100,000,000

2020-02-26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용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282,500,000 100,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
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673,219,000 100,000,000

2020-07-31
간호사 추모비 관련 서울의료원 공공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시설비 필요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

조
401-01
시설비 10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운영보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40,000,000 11,406,000

2020-08-07 사업수행기관의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전용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자본보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1,406,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82,400,000 150,000,000

2020-11-18
국비 재난의료체계 사업 목적(분류)에 맞도록 
세부사업 및 통계목 전용 변경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30,000,000 150,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9,562,869,000 69,000,000

2020-11-11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국비 매칭시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61,000,000 69,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33,546,000 61,600,000

2020-06-24
기숙사 입소학생 대상 선제검사 추진에 따른 
예산 전용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1,6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44,646,000 101,500,000

2020-06-01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1-12
기타보상금 61,250,000 101,5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040,000,000 61,250,000

2020-05-04
코로나19 대응 해외 입국자 전수검사 관련 의
료인력 인건비 지급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1-12
기타보상금 61,25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78,750,000 45,880,000

2020-05-04
코로나19 대응 해외 입국자 전수검사 관련 진
단검사비 지급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45,88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32,870,000 88,224,000

2020-05-04
코로나19 대응 해외 입국자 전수검사 관련 인
력 지원비 교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8,224,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743,146,000 109,600,000

2020-06-24
기숙사 입소학생 대상 선제검사 추진에 따른 
예산 전용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45,880,000 109,6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서울형 적정 외상치료체계 구
축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70,000,000 210,000,000

2020-12-18 코로나19 환자 이송 등 관련 예산 전용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1,502,000 210,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0,986,752,000 510,000,000

2020-12-23 코로나19 환자 검사관련 예산전용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402-03
민간위탁사업비 510,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1,156,752,000 170,000,000

2020-12-23 코로나19 환자 검사관련 예산 전용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70,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1,446,752,000 290,000,000

2020-12-18 코로나19 환자 이송 등 관련 예산 전용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81,502,000 29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1,506,752,000 30,000,000

2020-12-18 코로나19 환자 이송 등 관련 예산 전용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100,560,000 30,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1,476,752,000 30,000,000

2020-12-18 코로나19 환자 이송 등 관련 예산 전용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73,000,000 30,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 1,960,000

2020-08-11 서울시 교육 대상자 발생에 따른 예산 전용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
굴 및 보급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96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
굴 및 보급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500,000 1,960,000

2020-08-11 서울시 교육대상자 발생에 따른 예산 전용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
굴 및 보급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960,000 1,96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
사

307-01
의료및구료비 3,129,140,000 37,000,000

2020-07-15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선제검사소 설치 관련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

사
401-01
시설비 37,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471,249,000 192,500,000

2020-12-08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지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

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2,5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781,879,000 35,630,000

2020-12-08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지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

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63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9,493,869,000 100,000,000

2020-12-08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지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

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630,000 100,000,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
과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
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746,249,000 275,000,000

2020-12-08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지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

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5,000,00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난임부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9,000,000 9,000,000

2020-10-23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확보

난임부부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850,000 9,000,000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보건의료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478,400,000 3,000,000

2020-03-09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관련 국비보조금 교부
에 따른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4,000,000 3,000,000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보건의료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206-01
재료비 322,000,000 5,000,000

2020-04-02
해외유입모기 감시 관련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
른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용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 5,000,000

은평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863,755,000 400,000,000

2020-11-16
병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사비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401-01
시설비 244,249,000 40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서북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57,960,000 75,000,000

2020-10-26
시립병원 건물 누수 등 시설물 보수 공사(3급
이상 기관장회의시 기조실장 요청사항, '20.08
.11.)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401-01
시설비 316,600,000 75,000,000

서북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1,651,400,000 60,000,000

2020-12-08
3주기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필수적인 의약품 
조제환경 관리를 위한 시설 구축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401-01
시설비 391,600,000 60,000,000

서북병원 원무과 보건의료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1,591,400,000 25,000,000

2020-12-22
코로나19 컨테이너 병동 확대에 따른 환자용 
양압지속유지기 구매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

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93,397,000 25,000,000

품질시험소 총무과 도로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98,133,000 18,000,000

2020-07-13 시험연구비 부족

건설자재 품질시험
207-03
시험연구비 33,420,000 18,000,00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201-02
공공운영비 1,200,000,000 84,519,000

2020-09-25
배상금 등 소송판결금 부족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305-01
배상금등 100,000,000 84,519,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18,430,000 55,000,000

2020-12-23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개관 이후 미비점(음향장
애 개선 및 성능향상) 개선을 위한 전용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74,850,000 55,000,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62,150,000 43,720,000

2020-12-23
열린회의실 개관 이후 창호공사, 가구공사 등
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시설비로 전용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401-01
시설비 400,000,000 43,720,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57,000,000 94,850,000

2020-07-20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을 코로나 19대응
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용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00,000 94,850,00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역및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58,252,000 50,000,000

2020-09-01
중앙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역세
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운영 기준
을 수립하기위해 시설비로 전용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401-01
시설비 50,000,000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주택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307-05
민간위탁금 212,884,000 5,985,000

2020-12-10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 
전용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985,00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지역및도시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0 16,580,000

2020-04-20
사회재난에 대비한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예산 확보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16,58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
과

지역및도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92,000,000 100,000,000

2020-10-23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노원구 영축산 
순환산책로 공원 등 설치

공원내 공원등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3,376,000,000 100,000,00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
과

지역및도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892,000,000 200,000,000

2020-07-07 봉제산근린공원 추가정비

공원내 공원등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3,076,000,000 20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
과

지역및도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692,000,000 100,000,000

2020-08-2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운영 취소 및 이를 
활용한 노후 시설물 교체

공원내 공원등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3,276,000,000 100,00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01-03
행사운영비 1,928,000,000 40,000,000

2020-09-18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공모전 관련 시상금 
확보를 위한 전용

서울국제정원박람회
301-12
기타보상금 40,000,0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206-01
재료비 600,000,000 15,000,000

2020-06-09
산림청(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50%, 15,000
천원) 확보 필요 

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
401-01
시설비 15,000,000 15,000,00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자연

서울둘레길 유지관리(전환)
201-01
사무관리비 130,000,000 1,375,000

2020-08-18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서울둘레길 유지관리(전환)

305-01
배상금등 1,375,00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산림내 사면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29,000,000 151,000

2020-08-18
민사소송(2019나24904 부당이득금) 일부 승소
로 인한 확정된 판결금을 집행목적에 맞게 예
산을 전용산림내 사면 정비

305-01
배상금등 151,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201-03
행사운영비 99,000,000 99,000,000

2020-07-3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공원시설정비예
산으로 예산 전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980,000,000 99,000,00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201-03
행사운영비 158,000,000 150,000,000

2020-07-06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대응 및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공공분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
함에 따라 북서울꿈의숲 야외 물놀이장 운영 예산(행
사운영비)을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시설비)으로 변경
 사용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1,390,000,000 150,000,00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785,600,000 150,000,000

2020-08-25
문화비축기지 배수로정비 및 누수로 인한  시
설물 보수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

영
401-01
시설비 354,200,000 150,000,00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운영과

지역및도시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
영

201-03
행사운영비 290,000,000 148,000,000

2020-08-25 문화비축기지 배수로 정비 및 시설물 보수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
영

401-01
시설비 504,200,000 148,000,000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지역및도시

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70,000,000 8,000,000

2020-09-04
식재설계공모전 시상식 개최 관련 기타보상금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건임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8,000,000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지역및도시

서울식물원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859,000,000 29,250,000

2020-09-04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온실투어 진행을 위한 
오디오 기기 등 구입

서울식물원 홍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 29,250,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728,400,000 20,700,000

2020-06-09
2020년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협약 체결과 사업비 소요예산(자치단
체 분담금) 확보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7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201-01
사무관리비 58,750,000 35,000,000

2020-08-20

코로나19로 미국 현지 조사 불가하여 학술총사
 발간 불용 예상액을 온라인 저시 사이버 투어
 제작 예산으로 전용계획임(시설과-3482, '20.
8.18)박물관 정보화

201-01
사무관리비 277,934,000 35,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201-01
사무관리비 603,000,000 30,000,000

2020-08-20

서울기획연구 추진방식 변경(연구진 공모제) 
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 예상액 통
합홍보영상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으로 전용 예
정임(시설과-3482, '20.8.18) 박물관 정보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7,718,000 30,0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서울생활사박물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02,200,000 70,000,000

2020-08-20
코로나19로 불용 예정인 예산을 박물관 온라인
 전시사이버 투어 제작 예산으로 전용할 계획
임(시설과-3482, '20.8.18)박물관 정보화

201-01
사무관리비 312,934,000 70,0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청계천박물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85,440,000 28,000,000

2020-08-20
코로나19로 불용예정인 사무관리(교육프로그램
 취소 비용) 박물관 통합홍보영상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전용(시설과-3482, '20.8.18)박물관 정보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9,718,000 28,0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201-02
공공운영비 2,000,000 2,000,000

2020-08-20
코로나19로 미국 현지조사 불가능하여 불용 예
상액 박물관 통합홍보영상스시템 구축 예산으
로 전용하고자함(시설과-3482, '20.8.18)박물관 정보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7,718,000 2,000,000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문화예술

서울생활사박물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60,000,000 40,000,000

2020-08-20

코로나19로  박물관 
임시휴관에 따른 공공요금 등 불용 예상액 박
물관 통합홍보영상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전용
계획(시설과-3482, '20.8.18.)박물관 정보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9,718,000 40,000,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회운영 지원
304-03
의원상해부담금 54,000,000 7,579,000

2020-12-01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의정담당관-1
0210호(2020.11.23.)]

의회운영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79,000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및선거관리

의회 청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079,210,000 6,300,000

2020-12-01
현안업무등초단시간근로자에따른부족분[의정담
당관-10210호(2020.11.23.)]

의회 청사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860,000 6,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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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단위:원)

총 3건 156,922,039,000 798,900,000 798,900,00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502-01
출자금 34,600,000,000 750,000,000

2020-04-03
사업시행기관 변경(자치구)에 따라 변경된 사
업시행기관으로 예산배정을 위한 전용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750,000,00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2,515,974,000 33,300,000

2020-07-06 9호선 자금재조달 협상단 운영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3,300,00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9,806,065,000 15,600,000

2020-04-06
도시철도 9호선 자금재조달 타당성 용역 추진
을 위한 예산전용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401-01
시설비 15,6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원)

총 12건 123,186,478,000 2,033,640,000 2,033,640,000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녹색교통지역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80,000,000 2,884,000

2020-11-23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미개발 차량 유예종
료에 따라 원활한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상
담인력 보수 지급교통특별대책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500,000 2,884,000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64,600,000 57,000,000

2020-10-26 4/4분기 연금지급금 부족으로 인한 전용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3,144,705,000 57,000,000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
대설치

201-02
공공운영비 200,000,000 170,000,000

2020-04-10
정류소 신설, 이전 및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예
산서소요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

대설치
401-01
시설비 2,190,000,000 170,000,000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시철도 
연계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200,000,000 200,000,000

2020-08-20
천호역사거리 중앙차로 에코쉘터 설치를 위한 
예산전용 요청중앙버스 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
401-01
시설비 1,600,000,000 200,000,000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장애인콜택시 운영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1,329,744,000 610,000,000

2020-07-08 20년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사업 추진

장애인콜택시 운영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221,000,000 610,000,00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0,000 500,000,000

2020-06-22
남산 예장자락 관광버스주차장 전기충전시설 
설치

공영주차장 관리
401-01
시설비 500,000,00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84,490,000 16,426,000

2020-10-26 연금부담금 지급을 위한 전용 요청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907,554,000 16,426,00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3,351,065,000 128,800,000

2020-11-20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백업시스
템 등 구매 설치를 위한 예산전용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00 128,800,00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201-01
사무관리비 377,000,000 100,000,000

2020-10-08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전용 활용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401-01
시설비 13,938,000,000 100,000,00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201-01
사무관리비 577,000,000 200,000,000

2020-08-14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으
로 시설비로 전용하여 예산활용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401-01
시설비 13,738,000,000 200,000,000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기타

인력운영비(시간제 계약직)
101-02
기타직보수 6,244,384,000 19,000,000

2020-10-26 염금보험료부족으로 인한 전용
인력운영비(시간제 계약직)

304-01
연금부담금 1,047,416,000 19,000,000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9,020,000 29,530,000

2020-10-19
기자재 항목 및 수량 변경 등에 따른 추가 비
용 충당을 위한 예산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00,000 29,53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원)

총 8건 242,529,710,000 716,859,000 716,859,000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지역및도시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
축물 개선모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 5,000,000

2020-07-09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기술제안이 
주된 사항으로 기술용역 추진을 위해 보조금 
예산과목으로 전용 필요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

축물 개선모델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지역및도시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
축물 개선모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35,000,000 430,000,000

2020-07-09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기술제안이 
주된 사항으로 기술용역 추진을 위해 보조금 
예산과목으로 전용 필요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

축물 개선모델
401-01
시설비 430,000,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

청년 월세 지원
207-02
전산개발비 649,871,000 100,000,000

2020-08-05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20. 4. 29.)에 따른 민
간위탁금 전용

청년 월세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00,000,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

청년 월세 지원
207-02
전산개발비 759,839,000 39,609,000

2020-05-04
기간제근로자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 부족액 
변경 사용 

청년 월세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000 39,609,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502-01
출자금 239,975,000,000 60,000,000

2020-06-22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 
홍보비 및 정책자문 등 비용 필요

청년 월세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주택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 7,250,000

2020-02-17 20년 초단시간 보수 미편성에 따른 전용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50,00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주택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
디네이터 제도 실시

201-01
사무관리비 250,000,000 60,000,000

2020-09-09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으로 주거환경정비기본계
획 반영 및 법령검토, 조례개정안 작성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

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401-01
시설비 173,000,000 60,000,00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주택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
디네이터 제도 실시

201-01
사무관리비 190,000,000 15,000,000

2020-11-17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승인 요청정비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용

역
401-01
시설비 22,000,000 15,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원)

총 6건 51,533,800,000 5,936,221,000 5,936,221,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
신보안담당관

일반행정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9,509,300,000 165,000,000

2020-11-24 통합관리센터 구축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165,000,000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
성화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000,000 4,283,711,000

2020-03-27 대학별 세부 시행 계획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80,000,000 4,283,711,000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
성화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캠퍼스타운(단위형) 3단계 추
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0,000 719,510,000

2020-03-27 대학별 세부 시행 계획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캠퍼스타운(단위형) 3단계 추
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0,000 719,510,000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
단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 패션허브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921,500,000 300,000,000

2020-10-19 비대면 판로지원 사업 추진

서울 패션허브 조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
단

산업진흥ㆍ고도화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105,000,000 400,000,000

2020-09-24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사업의 장비 구축비 부
족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50,000,000 400,000,000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지역및도시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307-05
민간위탁금 1,268,000,000 68,000,000

2020-03-17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필요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201-02
공공운영비 68,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원)

총 4건 66,750,840,000 550,903,000 550,903,00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821,480,000 478,100,000

2020-06-11
제1~3차 공간 확정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0
20년 월 임차료분을 예산전용하여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640,000 478,100,00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
담당관

보육ㆍ가족및여성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887,120,000 65,640,000

2020-03-02 우리동네키움센터 월 임차료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640,000

문화본부 박물관과 문화및관광일반

서울사진미술관건립
201-01
사무관리비 412,600,000 2,862,000

2020-11-19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전용

서울사진미술관건립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000 2,862,000

문화본부 박물관과 문화및관광일반

서서울미술관건립(균형발전특
별회계)

201-01
사무관리비 504,000,000 4,301,000

2020-11-19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전용
서서울미술관건립(균형발전특
별회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000 4,301,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원)

총 1건 501,660,000 10,000,000 10,000,00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
과

상하수도ㆍ수질

기금사업관리비(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10,000,000 10,000,000

2020-09-24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업무수행 불가로 예산전
용하여 상수원관리 사무비용으로 사용

잠실상수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91,660,000 10,00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소방안전특별회계 (단위:원)

총 3건 573,039,573,000 1,462,850,000 1,462,850,00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기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494,117,660,000 1,425,850,000

2020-10-30 4분기 연금부담금 초과 고지로 인한 전용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78,782,140,000 1,425,850,000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

예방업무 추진 향상
201-02
공공운영비 25,200,000 24,000,000

2020-07-29 화재특별조사 4대 보험 정산금 확보

예방업무 추진 향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0,000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

예방업무 추진 향상
207-02
전산개발비 90,573,000 13,000,000

2020-07-29 화재특별조사 4대 보험 정산금 확보

예방업무 추진 향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0,000 13,000,000



다. 예산이체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총 104건 106,104,559,700 106,104,559,70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산업진흥ㆍ고도화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0 3,000,000,000

2020-04-02
'20. 4. 1.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334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

관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산업진흥ㆍ고도화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0,000 2,000,000,000

2020-04-02
'20. 4. 1.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334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

관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0,00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산업진흥ㆍ고도화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365,600,000 2,365,600,000

2020-04-02
'20. 4. 1.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334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

관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365,600,00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산업진흥ㆍ고도화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0 10,000,000

2020-04-02
'20. 4. 1.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334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

관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 300,000,000

2020-04-02
'20. 4. 1.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334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

관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산업진흥ㆍ고도화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300,000,000 13,300,000,000

2020-04-02
'20. 4. 1.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334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

관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300,000,00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77,960,000 16,582,000

2020-04-02
'20. 4. 1.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334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

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6,582,00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60,000 675,000

2020-04-02
'20. 4. 1.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334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

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75,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
안담당관

일반행정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201-01
사무관리비 32,600,000 32,600,000

2020-05-1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
3.12.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

담당관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201-01
사무관리비 32,6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
안담당관

일반행정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201-02
공공운영비 298,978,000 298,978,000

2020-05-1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
3.12.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

담당관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201-02
공공운영비 298,978,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
안담당관

일반행정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207-02
전산개발비 170,500,000 170,500,000

2020-05-1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
3.12.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

담당관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207-02
전산개발비 17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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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단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
안담당관

일반행정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05,553,000 1,605,553,000

2020-05-1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
3.12.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

담당관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05,553,00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일반행정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35,750,000 35,750,000

2020-08-04
행정기구 규칙(제4354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

관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35,750,00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일반행정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15,696,000 15,696,000

2020-08-04
행정기구 규칙(제4354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

관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15,696,00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일반행정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207-01
연구용역비 45,000,000 45,000,000

2020-08-04
행정기구 규칙(제4354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

관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207-01
연구용역비 45,000,00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0 3,000,000,000

2020-01-0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6.27 시행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0,000 2,000,000,000

2020-01-0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6.27 시행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0,00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365,600,000 2,365,600,000

2020-01-0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6.27 시행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365,600,00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0 10,000,000

2020-01-0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6.27 시행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49,440,000 22,108,000

2020-01-0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6.27 시행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5,852,000 22,108,00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420,000 900,000

2020-01-0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6.27 시행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0,000 900,00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19,520,000 16,800,000

2020-01-0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6.27 시행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

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38,880,000 16,800,000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화예술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07-01
연구용역비 95,200,000 95,200,000

2020-04-06

(사고이월예산)
20.3.12.자 조직개편으로 서울도서관 도서관건
립추진과의 소관이 문화시설과 도서관건립추진
팀으로 이관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07-01
연구용역비 95,2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13,133,000 113,133,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13,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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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27,000,000 27,000,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27,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228,059,000 1,228,059,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228,059,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80,000,000 80,000,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80,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201-01
사무관리비 96,000,000 96,000,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201-01
사무관리비 96,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1-12
기타보상금 60,000,000 60,000,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1-12
기타보상금 60,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0 200,000,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5,000,000 25,000,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5,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2,000,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98,000,000 198,000,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98,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50,000,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28,646,000 128,646,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28,646,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2,000,000 32,000,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2,000,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
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100,000,000

2020-08-05
'20.7.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 
이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
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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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50,000,000

2020-04-06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000,000,000 20,000,000,000

2020-04-06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000,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6,000,000 56,000,000

2020-04-06
(사고이월예산)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6,0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석면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38,500,000 138,500,000

2020-04-06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석면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38,50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7,330,000 177,330,000

2020-04-06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7,330,00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8,600,000 158,600,000

2020-04-06 조직개편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8,600,000

재무국 계약심사과

일반행정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5,870,000 35,870,000

2020-04-06 기술심사담당관 사업으로 이관되어 이체 처리

기술심사담당관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5,870,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
동개최 유치 준비

201-01
사무관리비 3,678,000,000 3,678,000,000

2020-01-31 조직개편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
동개최 유치 준비

201-01
사무관리비 3,678,000,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
동개최 유치 준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0,000 200,000,000

2020-01-31 조직개편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
동개최 유치 준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0,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
동개최 유치 준비

310-02
국제부담금 127,000,000 127,000,000

2020-01-31 조직개편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
동개최 유치 준비

310-02
국제부담금 127,000,00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

2020년 제25차 ANOC(국가올림
픽위원회연합회) 총회 개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50,000,000 1,250,000,000

2020-01-31 행정기구규칙 개정(20.1.10 시행)에 따른 이체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2020년 제25차 ANOC(국가올림
픽위원회연합회) 총회 개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50,000,000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43,000,000 943,000,000

2020-08-04
'20.7.30.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
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43,000,000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94,888,000 3,594,888,000

2020-08-04
'20.7.30.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
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94,8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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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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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난심리회복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9,200,000 59,2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재난심리회복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9,2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1,100,000 31,1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1,1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1,520,000 491,52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1,52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45,300,000 145,3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45,3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480,000 18,48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48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50,000,000 450,0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50,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 6,0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30,000,000 30,0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30,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시민 안전교육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 60,0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시민 안전교육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시민 안전교육 강화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160,000 55,16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시민 안전교육 강화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16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시민 안전교육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 300,0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시민 안전교육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시민 안전교육 강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485,000 800,485,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시민 안전교육 강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485,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시민 안전교육 강화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80,000,000 480,000,000

2020-11-19
(사고이월예산)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시민 안전교육 강화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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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
육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0,000 40,0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
육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5,0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01-02
공공운영비 1,230,000,000 1,230,0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01-02
공공운영비 1,230,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양천구 디지털 안전체험관 구
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00 50,0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양천구 디지털 안전체험관 구
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201-01
사무관리비 4,377,266,000 4,377,266,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201-01
사무관리비 4,377,266,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코로나 19 감염증 긴급대책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7,297,000 1,807,297,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코로나 19 감염증 긴급대책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7,297,00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구입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00 20,000,000,000

2020-11-19 2020. 11. 1. 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구입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201-01
사무관리비 65,000,000 65,000,000

2020-11-13 20.11.1.일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201-01
사무관리비 65,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지원
(자치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4,750,000 144,750,000

2020-11-13 20.11.1.일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지원
(자치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4,750,00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난상황 현장대응장비 구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840,000 6,840,000

2020-11-13 20.11.1.일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상황 현장대응장비 구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840,00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난상황 현장대응장비 구축·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6,160,000 26,160,000

2020-11-13 20.11.1.일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상황 현장대응장비 구축·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6,160,00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10,000,000

2020-11-13 20.11.1.일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201-02
공공운영비 448,859,000 448,859,000

2020-11-13 20.11.1.일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201-02
공공운영비 448,859,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401-01
시설비 44,000,000 44,000,000

2020-11-13 20.11.1.일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401-01
시설비 44,000,00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46,097,000 446,097,000

2020-11-13 20.11.1.일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46,097,00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
부)수습 복구 가상훈련장 설치

401-01
시설비 215,582,700 215,582,70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20.11.1.일자 조직개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
부)수습 복구 가상훈련장 설치

401-01
시설비 215,582,7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상하수도ㆍ수질

수질오염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 6,000,000

2020-11-13
2020년 물순환안전국 조직개편(물순환정책과-1
4640, 2020.08.1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수질오염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상하수도ㆍ수질

수질오염원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25,500,000 25,500,000

2020-11-13
2020년 물순환안전국 조직개편(물순환정책과-1
4640, 2020.08.1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수질오염원 관리
301-12
기타보상금 25,500,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상하수도ㆍ수질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물순환
정책과)

308-02
징수교부금 278,515,000 278,515,000

2020-11-13
2020년 물순환안전국 조직개편(물순환정책과-1
4640, 2020.08.1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물순환
정책과)

308-02
징수교부금 278,515,0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상하수도ㆍ수질

국고보조금 반환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586,000 586,000

2020-11-13
2020년 물순환안전국 조직개편(물순환정책과-1
4640, 2020.08.1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58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500,000 13,5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5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243,000 36,243,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243,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933,566,000 3,933,566,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933,56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31,703,000 131,703,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31,703,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202-03
국외업무여비 17,000,000 17,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202-03
국외업무여비 17,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0,000 7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204-03
특정업무경비 96,600,000 96,6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204-03
특정업무경비 96,6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92,847,000 192,847,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92,847,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201-01
사무관리비 713,683,000 713,683,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201-01
사무관리비 713,683,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 대
책

201-01
사무관리비 14,500,000 14,5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 대
책

201-01
사무관리비 14,5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5,000,000 45,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5,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64,138,000 364,138,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64,138,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로

9호선 3단계 923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305-01
배상금등 340,273,000 340,273,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9호선 3단계 923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305-01
배상금등 340,273,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917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305-01
배상금등 3,769,557,000 3,769,557,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9호선 2단계 917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305-01
배상금등 3,769,557,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49,748,000 349,748,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49,748,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65,606,000 65,606,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65,60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07,399,000 207,399,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07,399,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900,000 19,9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9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910,000 6,91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91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단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820,000 26,82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82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301,000 78,301,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301,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단위:원)

총 52건 240,628,408,600 240,628,408,6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
설

401-01
시설비 37,361,000,000 37,361,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
설

401-01
시설비 37,361,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
설

401-01
시설비 6,862,994,180 6,862,994,18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
설

401-01
시설비 6,862,994,18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
설

401-02
감리비 1,170,000,000 1,17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
설

401-02
감리비 1,17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
설

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0 10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
설

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예비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별회계)

801-01
일반예비비 50,999,000 50,999,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예비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별회계)

801-01
일반예비비 50,999,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401-01
시설비 8,683,000,000 8,683,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401-01
시설비 8,683,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401-01
시설비 300,000,000 300,000,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401-01
시설비 30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401-03
시설부대비 30,000,000 3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401-03
시설부대비 3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
델 개발용역

401-01
시설비 129,342,500 129,342,50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
델 개발용역

401-01
시설비 129,342,5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건설지 작성 용역
401-01
시설비 9,580,000 9,580,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건설지 작성 용역
401-01
시설비 9,58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건설지 작성 용역
401-01
시설비 179,624,400 179,624,40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건설지 작성 용역
401-01
시설비 179,624,4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가상현실(VR) 안전콘텐츠 개발
 용역

207-02
전산개발비 414,231,000 414,231,00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가상현실(VR) 안전콘텐츠 개발
 용역

207-02
전산개발비 414,231,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단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가상현실(VR) 안전콘텐츠 개발
 용역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900,000 9,900,00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가상현실(VR) 안전콘텐츠 개발
 용역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9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공
사 사후평가 용역

401-01
시설비 40,400,000 40,4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공
사 사후평가 용역

401-01
시설비 40,4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서울시 도시철도 기술서적 이
론과 실무 영문번역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0 15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서울시 도시철도 기술서적 이
론과 실무 영문번역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쉴드TBM 기술발전 방안 마련
401-01
시설비 50,000,000 5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쉴드TBM 기술발전 방안 마련

401-01
시설비 5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쉴드TBM 기술발전 방안 마련
401-03
시설부대비 9,000,000 9,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쉴드TBM 기술발전 방안 마련

401-03
시설부대비 9,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지하구간 건설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관
리방안 제시를 위한 조사연구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10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지하구간 건설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관
리방안 제시를 위한 조사연구

207-01
연구용역비 10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491,000 43,491,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49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14,800,000 314,8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14,8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0,000 4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204-03
특정업무경비 67,800,000 67,8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204-03
특정업무경비 67,8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307-07
연금지급금 30,000,000 3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307-07
연금지급금 3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1
시설비 125,716,700,000 125,716,7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1
시설비 125,716,7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1
시설비 4,533,092,000 4,533,092,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1
시설비 4,533,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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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1
시설비 441,507,520 441,507,52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1
시설비 441,507,52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2
감리비 4,805,300,000 4,805,3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2
감리비 4,805,3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2
감리비 1,274,100,000 1,274,100,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2
감리비 1,274,1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3
시설부대비 80,000,000 8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3
시설부대비 8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1
시설비 20,324,000,000 20,324,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1
시설비 20,324,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2
감리비 500,000,000 50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2
감리비 50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2
감리비 500,000,000 500,000,00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2
감리비 50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3
시설부대비 50,000,000 5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401-03
시설부대비 5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위례신사선 건설 (민자)
201-01
사무관리비 620,000,000 620,000,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위례신사선 건설 (민자)
201-01
사무관리비 62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서부선 건설(민자)
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0 120,000,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서부선 건설(민자)
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시철도)

401-01
시설비 3,297,569,000 3,297,569,00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시철도)

401-01
시설비 3,297,569,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시철도)

401-02
감리비 802,759,000 802,759,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시철도)

401-02
감리비 802,759,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시철도)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0 2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시철도)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단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인력운영비(도시철도)
101-01
보수 11,161,270,000 11,161,27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인력운영비(도시철도)
101-01
보수 11,161,27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인력운영비(도시철도)
101-02
기타직보수 73,709,000 73,709,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인력운영비(도시철도)
101-02
기타직보수 73,709,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인력운영비(도시철도)
204-02
직급보조비 370,142,000 370,142,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인력운영비(도시철도)
204-02
직급보조비 370,142,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인력운영비(도시철도)
303-02
성과상여금 463,604,000 463,604,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인력운영비(도시철도)
303-02
성과상여금 463,604,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인력운영비(도시철도)
304-01
연금부담금 1,766,283,000 1,766,283,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인력운영비(도시철도)
304-01
연금부담금 1,766,283,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인력운영비(도시철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427,696,000 427,696,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인력운영비(도시철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427,69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도시철도)
201-01
사무관리비 550,006,000 550,006,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도시철도)
201-01
사무관리비 550,00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도시철도)
201-02
공공운영비 58,649,000 58,649,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도시철도)
201-02
공공운영비 58,649,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도시철도)
202-01
국내여비 50,400,000 50,4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도시철도)
202-01
국내여비 50,4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도시철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0,000 6,6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도시철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도시철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380,000 5,38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도시철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38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도시철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280,000 26,28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도시철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28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기타

기본경비(도시철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7,200,000 67,2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기본경비(도시철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7,2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단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지방채 상환(원리금 상환)
311-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6,370,000,000 6,37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지방채 상환(원리금 상환)
311-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6,370,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원)

총 14건 40,044,039,920 40,044,039,92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1
시설비 444,000,000 444,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1
시설비 444,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1
시설비 6,138,816,000 6,138,816,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1
시설비 6,138,81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1
시설비 2,741,497,920 2,741,497,92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1
시설비 2,741,497,92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2
감리비 800,000,000 80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2
감리비 80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1
시설비 12,131,000,000 12,131,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1
시설비 12,131,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2
감리비 100,000,000 10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2
감리비 10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3
시설부대비 12,000,000 12,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01-03
시설부대비 12,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교통개선분담금)

401-01
시설비 13,931,237,000 13,931,237,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교통개선분담금)

401-01
시설비 13,931,237,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교통개선분담금)

401-02
감리비 900,595,000 900,595,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교통개선분담금)

401-02
감리비 900,595,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교통개선분담금)

401-03
시설부대비 25,000,000 25,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교통개선분담금)

401-03
시설부대비 25,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
선분담금)

401-01
시설비 1,700,000,000 1,70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
선분담금)

401-01
시설비 1,70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
선분담금)

401-01
시설비 819,894,000 819,894,00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
선분담금)

401-01
시설비 819,894,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
선분담금)

401-02
감리비 285,000,000 285,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
선분담금)

401-02
감리비 285,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
선분담금)

401-03
시설부대비 15,000,000 15,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
선분담금)

401-03
시설부대비 15,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원)

총 15건 147,153,170,060 147,153,170,06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42,651,023,000 42,651,023,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42,651,023,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8,231,046,000 8,231,046,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8,231,04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7,672,098,700 7,672,098,70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7,672,098,7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2
감리비 1,400,000,000 1,40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2
감리비 1,40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2
감리비 543,185,000 543,185,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2
감리비 543,185,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2
감리비 594,068,000 594,068,00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2
감리비 594,068,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00 20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
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82,884,000,000 82,884,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
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82,884,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
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281,876,360 281,876,36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
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281,876,36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
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2
감리비 186,000,000 186,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
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2
감리비 186,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
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2
감리비 1,946,896,000 1,946,896,000

2020-11-13
(사고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
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2
감리비 1,946,896,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
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0 100,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
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01
사무관리비 310,000,000 310,000,000

2020-11-13
(명시이월예산)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01
사무관리비 310,0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97,977,000 97,977,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1
시설비 97,977,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
과

도시철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3
시설부대비 55,000,000 55,000,000

2020-11-13
총무부-20675 11.9 관련 1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

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1-03
시설부대비 55,0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원)

총 5건 692,430,249,000 692,430,249,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0 10,000,000

2020-04-0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0.4.1.) 관련 업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이체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69,696,620,000 669,696,620,000

2020-04-0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0.4.1.) 관련 업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이체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69,696,620,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000,000,000 2,000,000,000

2020-04-0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0.4.1.) 관련 업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이체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000,000,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4,366,316,000 14,366,316,000

2020-04-0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0.4.1.) 관련 업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이체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4,366,316,00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

국고보조금 반환(도정)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6,357,313,000 6,357,313,000

2020-05-1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
4.1.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국고보조금 반환(도정)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6,357,313,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원)

총 3건 1,501,385,000 1,501,385,000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화예술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45,000,000 245,000,000

2020-04-06
20.3.12.자 조직개편으로 서울도서관 도서관건
립추진과의 소관이 문화시설과 도서관건립추진
팀으로 이관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45,000,000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화예술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401-01
시설비 1,201,424,000 1,201,424,000

2020-04-06
20.3.12.자 조직개편으로 서울도서관 도서관건
립추진과의 소관이 문화시설과 도서관건립추진
팀으로 이관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401-01
시설비 1,201,424,000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화예술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401-03
시설부대비 54,961,000 54,961,000

2020-04-06
20.3.12.자 조직개편으로 서울도서관 도서관건
립추진과의 소관이 문화시설과 도서관건립추진
팀으로 이관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401-03
시설부대비 54,96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