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각 회계 및 기금의 재정운용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나. 변경요지   : 교통공사 융자금 300,000백만원, 예탁금 281,000백만원 및 예수금 원금상환 42,260백만원 증가
예치금 89,955백만원 감소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363,530,697,000 686,790,897,000 323,260,200,000 89%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363,530,697,000 686,790,897,000 323,260,200,000 89%

일반공공행정 363,528,697,000 686,788,497,000 323,259,800,000 89%

재정ㆍ금융 363,528,697,000 686,788,497,000 323,259,800,000 89%

재무활동(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363,528,697,000 686,788,497,000 323,259,800,000 89%

내부거래지출(재정투융자기금) 363,528,697,000 686,788,497,000 323,259,800,000 89%

기금.특별회계융자지원 363,528,697,000 686,788,497,000 323,259,800,000 89%

704 예탁금 276,100,000,000 557,100,000,000 281,000,000,000 102%

704-01 예탁금 276,100,000,000 557,100,000,000 281,000,000,000 102% 2020.09.25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별회계 등 예탁금 증가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87,428,697,000 129,688,497,000 42,259,800,000 48%

705-01 예수금원금상환 87,428,697,000 129,688,497,000 42,259,800,000 48% 2020.12.28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및 자원회
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증가

기타 2,000,000 2,400,000 400,000 2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기타 2,000,000 2,400,000 400,000 20%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00,000 2,400,000 400,000 20%

기금관리비 2,000,000 2,400,000 400,000 20%

기금관리비 2,000,000 2,400,000 400,000 20%

201 일반운영비 2,000,000 2,400,000 400,000 20%

201-01 사무관리비 2,000,000 2,400,000 400,000 20% 2020.12.28 기금운영심의회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감채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증가, 기타회계전출금 감소,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증가 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나. 변경요지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71,800,000,000원 증가
예치금 109,625,775,000원 증가
기타회계전출금 300,000,000,000원 감소
출자금 42,600,000,000원 증가
예탁금 428,200,000,000원 증가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384,151,367,000 737,108,131,000 352,956,764,000 9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384,151,367,000 737,108,131,000 352,956,764,000 92%

일반공공행정 383,596,097,000 736,393,561,000 352,797,464,000 92%

재정ㆍ금융 383,596,097,000 736,393,561,000 352,797,464,000 92%

효율적 재정운영 42,600,000,000 42,600,000,000

공사·공단 상환 지원 42,600,000,000 42,600,000,000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지원 42,600,000,000 42,600,000,000

502 출자금 42,600,000,000 42,600,000,000

502-01 출자금 42,600,000,000 42,600,000,000 2020.06.30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시 서울특별시 집단에너
지특별회계에서 승계한 차입금 중 잔액 출자
상환

재무활동 383,596,097,000 693,793,561,000 310,197,464,000 81%

내부거래지출(감채기금) 318,000,000,000 518,000,000,000 200,000,000,000 63%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000,000,000 89,800,000,000 71,800,000,000 399%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18,000,000,000 89,800,000,000 71,800,000,000 399%

705-01 예수금원금상환 18,000,000,000 89,800,000,000 71,800,000,000 399% 2020.06.30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증가

기타회계 전출금 300,000,000,000 △300,000,000,000 △1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300,000,000,000 △300,000,000,000 △100%

701-01 기타회계전출금 300,000,000,000 △300,000,000,000 △100% 2020.06.3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도
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예탁금 428,200,000,000 428,200,000,000

704 예탁금 428,200,000,000 428,200,000,000

704-01 예탁금 428,200,000,000 428,200,000,000 2020.06.3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증가

보전지출(감채기금) 65,596,097,000 175,793,561,000 110,197,464,000 168%

여유자금 예치(감채기금) 44,983,202,000 154,608,977,000 109,625,775,000 244%

602 예치금 44,983,202,000 154,608,977,000 109,625,775,000 244%

602-01 예치금 44,983,202,000 154,608,977,000 109,625,775,000 244% 2020.06.30 예치금 증가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20,612,895,000 21,184,584,000 571,689,000 3%

311 차입금이자상환 20,612,895,000 21,184,584,000 571,689,000 3%

311-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20,612,895,000 21,184,584,000 571,689,000 3% 2020.06.30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가

기타 555,270,000 714,570,000 159,300,000 29%

기타 555,270,000 714,570,000 159,300,000 29%

행정운영경비 555,270,000 714,570,000 159,300,000 29%

기본경비(감채기금) 555,270,000 714,570,000 159,300,000 29%

기금관리비 555,270,000 714,570,000 159,300,000 29%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201 일반운영비 555,270,000 714,570,000 159,300,000 29%

201-01 사무관리비 555,270,000 714,570,000 159,300,000 29% 2020.06.30 '20년 모집공채 발행에 따른 발행수수료 증가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변경 필요

   나. 변경요지   : 코로나 19 피해기업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골목상권 긴급 소액자금 대출 지원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269,463,025,000 390,951,799,000 121,488,774,000 4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69,463,025,000 390,951,799,000 121,488,774,000 4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68,463,025,000 390,251,799,000 121,788,774,000 45%

산업금융지원 268,463,025,000 390,251,799,000 121,788,774,000 45%

중소기업 금융지원 260,648,129,000 314,280,000,000 53,631,871,000 21%

중소기업금융지원 260,648,129,000 314,280,000,000 53,631,871,000 21%

중소기업직접융자 215,000,000,000 265,000,000,000 50,000,000,000 23%

501 융자금 215,000,000,000 265,000,000,000 50,000,000,000 23%

501-01 민간융자금 215,000,000,000 220,000,000,000 5,000,000,000 2% 2020.02.03 신종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예비비 50억원)

501-01 민간융자금 220,000,000,000 265,000,000,000 45,000,000,000 20% 2020.03.17 신종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추경 45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44,820,000,000 47,320,000,000 2,500,000,000 6%

307 민간이전 44,820,000,000 47,320,000,000 2,500,000,000 6%

307-08 이차보전금 44,820,000,000 46,020,000,000 1,200,000,000 3% 2020.03.17 신종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추경 12억원)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7-08 이차보전금 46,020,000,000 47,320,000,000 1,300,000,000 3% 2020.08.03
신종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예치금 조정 13
억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9,485,000 110,000,000 10,515,000 11%

308 자치단체등이전 99,485,000 110,000,000 10,515,000 11%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9,485,000 110,000,000 10,515,000 11% 2020.08.03 세부사업 규모 조정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728,644,000 850,000,000 121,356,000 17%

308 자치단체등이전 728,644,000 850,000,000 121,356,000 17%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28,644,000 850,000,000 121,356,000 17% 2020.08.03 세부사업 규모 조정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000,000,000 1,000,0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0,000 1,000,000,000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0,000 1,000,000,000 2020.08.03 세부사업 규모 조정

재무활동(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7,814,896,000 75,971,799,000 68,156,903,000 872%

보전지출 7,814,896,000 75,971,799,000 68,156,903,000 872%

여유자금 예치 7,814,896,000 75,971,799,000 68,156,903,000 872%

602 예치금 7,814,896,000 75,971,799,000 68,156,903,000 872%

602-01 예치금 7,814,896,000 75,971,799,000 68,156,903,000 872% 2020.08.03 예치금 조정(68억원)

기타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30%

기타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30%

행정운영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30%

기본경비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30%

기금관리비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3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201 일반운영비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30%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30% 2020.08.03 세부사업 규모 조정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 벤처기업 투자유치의 어려움 증가
포스트코로나 이후 바이오 등 서울소재 유망업종 육성의 필요성 증가

   나. 변경요지   : 창업지원펀드 및 바이오펀드 출자확대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예수금수입) 및 지출액(펀드 출자금, 예치금)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40,386,441,000 50,386,441,000 10,000,000,000 2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40,386,441,000 50,386,441,000 10,000,000,000 2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0,386,441,000 50,386,441,000 10,000,000,000 25%

산업ㆍ중소기업일반 40,386,441,000 50,386,441,000 10,000,000,000 25%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37,342,500,000 47,155,000,000 9,812,500,000 26%

혁신성장펀드 조성 37,342,500,000 47,155,000,000 9,812,500,000 26%

스마트시티펀드 출자 9,637,500,000 9,000,000,000 △637,500,000 △7%

502 출자금 9,637,500,000 9,000,000,000 △637,500,000 △7%

502-01 출자금 9,637,500,000 9,000,000,000 △637,500,000 △7% 2020.09.23 '19년 펀드미결성으로 인한 변경

창업지원펀드 출자 10,050,000,000 20,050,000,000 10,000,000,000 100%

502 출자금 10,050,000,000 20,050,000,000 10,000,000,000 100%

502-01 출자금 10,050,000,000 20,050,000,000 10,000,000,000 100% 2020.09.23 포스트코로나 유망 스타트업 지원확대

재도전지원펀드 출자 8,325,000,000 5,775,000,000 △2,550,000,000 △31%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502 출자금 8,325,000,000 5,775,000,000 △2,550,000,000 △31%

502-01 출자금 8,325,000,000 5,775,000,000 △2,550,000,000 △31% 2020.09.23 '19년 펀드미결성으로 인한 변경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9,330,000,000 12,330,000,000 3,000,000,000 32%

502 출자금 9,330,000,000 12,330,000,000 3,000,000,000 32%

502-01 출자금 9,330,000,000 12,330,000,000 3,000,000,000 32% 2020.09.23 포스트코로나 유망 바이오기업 지원확대

재무활동(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3,043,941,000 3,231,441,000 187,500,000 6%

보전지출 3,043,941,000 3,231,441,000 187,500,000 6%

예치금 3,043,941,000 3,231,441,000 187,500,000 6%

602 예치금 3,043,941,000 3,231,441,000 187,500,000 6%

602-01 예치금 3,043,941,000 3,231,441,000 187,500,000 6% 2020.09.23 사업금액 변경에 따른 차액 변경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코로나 19 장기 융행에 따른 고위험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지속홍보 및 방역물품 지원 필요

   나. 변경요지   : □ 추진경위
   - 식품접객업소 중심의 고위험시설이 지속 지정됨에따라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소진으로 추가 증액필요
□ 변경내용: 기타보상금 → 사무관리비
□ 변경금액: 30백만원
□ 변경사유: 식품접객업 중 고위험시설로 관리되는 업소 증가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홍보물 제작량 증가와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른 필요물품 지원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95,000,000 195,000,00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95,000,000 195,000,000

보건 195,000,000 195,000,000

식품의약안전 195,000,000 195,000,000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195,000,000 195,000,000

식중독 예방사업 195,000,000 195,000,00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000,000 195,000,000

201 일반운영비 125,000,000 155,000,000 30,000,000 24%

201-01 사무관리비 125,000,000 155,000,000 30,000,000 24% 2020.06.30
코로나 장기화 및 확산에 따라 방역안내문 제
작량 증가

301 일반보전금 70,000,000 40,000,000 △30,000,000 △43%

301-12 기타보상금 70,000,000 40,000,000 △30,000,000 △43% 2020.06.3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기후변화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기후변화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변경 필요

   나. 변경요지   : 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통계목 변경으로 신규사업 편성,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감액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71,915,636,000 82,631,238,000 10,715,602,000 1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71,915,636,000 82,631,238,000 10,715,602,000 15%

환경 71,915,636,000 82,631,238,000 10,715,602,000 15%

대기 57,522,456,000 68,957,126,000 11,434,670,000 20%

일반예산(재무활동) 57,522,456,000 68,957,126,000 11,434,670,000 20%

보전지출 57,522,456,000 38,957,126,000 △18,565,330,000 △32%

여유자금 예치 57,522,456,000 38,957,126,000 △18,565,330,000 △32%

602 예치금 57,522,456,000 38,957,126,000 △18,565,330,000 △32%

602-01 예치금 57,522,456,000 38,957,126,000 △18,565,330,000 △32% 2020.10.16
3.19. 19954백만원 감액 6.4. 4013백만원감액
 7.7. 123백만원 증액  10.16. 5279백만원 증
액

내부거래지출 30,000,000,000 30,000,000,000

여유자금 예탁 30,000,000,000 30,000,000,000

704 예탁금 30,000,000,000 30,000,000,000

704-01 예탁금 30,000,000,000 30,000,000,000 2020.03.19 여유자금 예탁(30000백만원)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환경보호일반 14,393,180,000 13,674,112,000 △719,068,000 △5%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14,393,180,000 13,674,112,000 △719,068,000 △5%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민간부문) 1,800,000,000 5,042,000,000 3,242,000,000 180%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67,000,000 67,000,000

207 연구개발비 67,000,000 67,000,000

207-01 연구용역비 67,000,000 67,000,000 2020.07.07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신규사업)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30%

307 민간이전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3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30% 2020.10.16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감액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800,000,000 262,000,000 △538,000,000 △67%

307 민간이전 100,000,000 10,000,000 △90,000,000 △90%

307-08 이차보전금 100,000,000 10,000,000 △90,000,000 △90% 2020.10.16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감액

501 융자금 700,000,000 252,000,000 △448,000,000 △64%

501-01 민간융자금 700,000,000 252,000,000 △448,000,000 △64% 2020.10.16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감액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3,000,000,000 3,000,0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500,000,000 2,500,000,000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0,000 2,500,000,000 2020.06.04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신규편
성)

401 시설비및부대비

401-01 시설비 2020.06.04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신규편
성)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0,000,000 500,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0,000 500,000,000 2020.06.04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신규편
성)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 1,013,000,000 1,013,000,000

307 민간이전 1,013,000,000 1,013,000,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13,000,000 1,013,000,000 2020.06.04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 신규 편성

에너지합리화사업(민간부문) 12,593,180,000 8,632,112,000 △3,961,068,000 △3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0,000,000,000 6,300,000,000 △3,700,000,000 △37%

501 융자금 10,000,000,000 6,300,000,000 △3,700,000,000 △37%

501-01 민간융자금 10,000,000,000 6,300,000,000 △3,700,000,000 △37% 2020.10.16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감액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600,000,000 285,000,000 △315,000,000 △53%

501 융자금 600,000,000 285,000,000 △315,000,000 △53%

501-01 민간융자금 600,000,000 285,000,000 △315,000,000 △53% 2020.10.16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감액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853,180,000 1,317,180,000 △536,000,000 △29%

201 일반운영비 1,273,180,000 347,225,000 △925,955,000 △73%

201-01 사무관리비 1,273,180,000 347,225,000 △925,955,000 △73% 2020.10.16
6.4. 통계목변경으로 560955천원 감액 후 7.7
 100000천원 감액 10.16. 265000천원 감액

207 연구개발비 496,062,000 496,062,000

207-02 전산개발비 496,062,000 496,062,000 2020.06.04 통계목변경으로 전산개발비 496062천원 편성

301 일반보전금

301-12 기타보상금 2020.10.16
3.19. 통계목변경으로 16000천원 증액 후 10.
16. 전액 감액

307 민간이전 560,000,000 104,000,000 △456,000,000 △81%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60,000,000 104,000,000 △456,000,000 △81% 2020.07.07
3.19. 446000천원 감액 후 7.7. 10000천원 감
액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8 자치단체등이전 20,000,000 305,000,000 285,000,000 1425%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00 305,000,000 285,000,000 1425% 2020.10.16
3.19. 통계목변경으로 430000천원 증액 후 10
.16. 145000천원 감액

405 자산취득비 64,893,000 64,893,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4,893,000 64,893,000 2020.06.04 6.4. 통계목 변경으로 64893천원 신규편성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40,000,000 60,000,000 △80,000,000 △57%

201 일반운영비 140,000,000 60,000,000 △80,000,000 △57%

201-01 사무관리비 140,000,000 60,000,000 △80,000,000 △57% 2020.07.07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감액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99,932,000 499,932,000

207 연구개발비 348,352,000 348,352,000

207-02 전산개발비 348,352,000 348,352,000 2020.03.19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05 자산취득비 151,580,000 151,58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1,580,000 151,580,000 2020.03.19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170,000,000 170,000,000

207 연구개발비 170,000,000 170,000,000

207-01 연구용역비 170,000,000 170,000,000 2020.03.19 서울시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편성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사회투자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반영 및 비융자사업비 추가 증액 필요
○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 코로나19 피해기업 추가 지원 필요에 따라 사업비 변경 필요
○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 3차 추경에 따른 신규사업(불안정노동자 융자) 반영 필요

   나. 변경요지   : ○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20.3.31.) 
  -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 코로나19 융자 실시로 비융자사업비 추가 증액
○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20.5.25.)
  -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감액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융자, 이차보전금 증액
○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20.8.12.)
  - 불안정노동자 융자 사업비 신설 및 비융자사업비 증액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20,893,362,000 25,119,425,000 4,226,063,000 20%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893,362,000 25,119,425,000 4,226,063,000 2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0,893,362,000 25,119,425,000 4,226,063,000 20%

산업진흥ㆍ고도화 20,893,362,000 25,119,425,000 4,226,063,000 20%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회투자기금) 16,750,000,000 20,772,099,000 4,022,099,000 24%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사회투자기금) 16,750,000,000 20,772,099,000 4,022,099,000 24%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50,000,000 460,000,000 310,000,000 207%

307 민간이전 150,000,000 460,000,000 310,000,000 207%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000 460,000,000 310,000,000 207% 2020.03.31
융자사업비 증가에 따라 증가(융자사업비의 2
%로 동일한 비율로 변동)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11,500,000,000 16,500,000,000 5,000,000,000 43%

501 융자금 11,500,000,000 16,500,000,000 5,000,000,000 43%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501-01 민간융자금 11,500,000,000 16,500,000,000 5,000,000,000 43% 2020.05.25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종사자 지원추가 필요
하여 증액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 5,000,000,000 △5,000,000,000 △100%

501 융자금 5,000,000,000 △5,000,000,000 △100%

501-01 민간융자금 5,000,000,000 △5,000,000,000 △100% 2020.05.25
코로나19 피해기업 융자 사업비로 전용하여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사업비 감액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100,000,000 242,099,000 142,099,000 142%

201 일반운영비 100,000,000 242,099,000 142,099,000 142%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242,099,000 142,099,000 142% 2020.03.31
소셜벤처허브센터 연간임차료 지급 요청에 따
라 증액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570,000,000 570,000,000

307 민간이전 570,000,000 570,000,000

307-08 이차보전금 570,000,000 570,000,000 2020.03.31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 예산항목 신설에
 따른 신규편성

불안정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3,000,000,000 3,000,000,000

501 융자금 3,000,000,000 3,000,000,000

501-01 민간융자금 3,000,000,000 3,000,000,000 2020.08.12 추경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

재무활동(사회투자기금) 4,143,362,000 4,347,326,000 203,964,000 5%

보전지출 4,143,362,000 4,347,326,000 203,964,000 5%

여유자금 예치 4,143,362,000 4,347,326,000 203,964,000 5%

602 예치금 4,143,362,000 4,347,326,000 203,964,000 5%

602-01 예치금 4,143,362,000 4,347,326,000 203,964,000 5% 2020.03.31
19년도 결산 및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치금 
지출금액 변경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1차(3.12.)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정정
2차(4.16.)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전면개편 ISP 수립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전산개발비 신설
3차(10.23.) : 불필요한 액티브X 제거 등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 구현(국정과제)을 위한 웹방식 공인인증시스템 설치

   나. 변경요지   : 1차(3.12.) : 예치금 11,880,699,000원 > 17,695,245,000원
2차(4.16.)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전면개편 ISP 수립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전산개발비 신설 1,300,000,000원
3차(10.23.)  웹방식 공인인증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설 50,000,000원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1,880,699,000 17,695,245,000 5,814,546,000 4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11,880,699,000 17,695,245,000 5,814,546,000 49%

교통및물류 11,880,699,000 17,695,245,000 5,814,546,000 49%

도로 11,880,699,000 17,695,245,000 5,814,546,000 49%

도로시설물 관리 1,350,000,000 1,350,000,000

도로굴착 복구 1,350,000,000 1,350,000,000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1,350,000,000 1,350,000,000

207 연구개발비 1,300,000,000 1,300,000,000

207-02 전산개발비 1,300,000,000 1,300,000,000 2020.04.16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전면개편 ISP 수립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전산개발비 신설

405 자산취득비 50,000,000 50,00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00 50,000,000 2020.10.23
불필요한 액티브X 제거 등 편리한 온라인 서
비스 환경 구현(국정과제)을 위한 웹방식 공
인인증시스템 설치

재무활동(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11,880,699,000 16,345,245,000 4,464,546,000 38%

보전지출 11,880,699,000 16,345,245,000 4,464,546,000 38%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여유자금예치(도로굴착복구기금) 11,880,699,000 16,345,245,000 4,464,546,000 38%

602 예치금 11,880,699,000 16,345,245,000 4,464,546,000 38%

602-01 예치금 11,880,699,000 16,345,245,000 4,464,546,000 38% 2020.03.12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정정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성평등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9 회계연도 성평등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분의 일부를 사업비에 편성함으로써 가용자원 확보 및 기금의 지원대상(범위) 확대

   나. 변경요지   : - 세입 : 예치금회수 240백만원 증액(2019 회계연도 결산)
- 세출 : 비융자성 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 170백만원 증액, 예치금 70백만원 증액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348,055,000 1,587,885,000 239,830,000 1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348,055,000 1,587,885,000 239,830,000 18%

사회복지 1,348,055,000 1,587,885,000 239,830,000 18%

보육ㆍ가족및여성 1,348,055,000 1,587,885,000 239,830,000 18%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1,000,000,000 1,170,219,000 170,219,000 17%

여성 권익증진 사업 1,000,000,000 1,170,219,000 170,219,000 17%

공모사업 추진 1,000,000,000 1,170,219,000 170,219,000 17%

307 민간이전 1,000,000,000 1,170,219,000 170,219,000 17%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0 1,170,219,000 170,219,000 17% 2020.06.18
기림의 날 기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및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 상담사업 추
진

일반예산(재무활동) 348,055,000 417,666,000 69,611,000 20%

보전지출 348,055,000 417,666,000 69,611,000 20%

여유자금예치(성평등기금) 348,055,000 417,666,000 69,611,000 20%

602 예치금 348,055,000 417,666,000 69,611,000 2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602-01 예치금 348,055,000 417,666,000 69,611,000 20% 2020.06.18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정정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금 변경

   나. 변경요지   : 1. 노원자원회수시설 중계그린아파트, 경남·롯데상아아파트 관리비 증액에 따른 기금 변경 
2. 강남자원회수시설 시금고 예치액 중 여유자금 예탁에 따른 기금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4,165,248,000 15,451,724,000 1,286,476,000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4,165,248,000 15,451,724,000 1,286,476,000 9%

환경 14,165,248,000 15,451,724,000 1,286,476,000 9%

폐기물 14,165,248,000 15,451,724,000 1,286,476,000 9%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7,295,893,000 8,313,481,000 1,017,588,000 14%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7,295,893,000 8,313,481,000 1,017,588,000 14%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7,295,893,000 8,313,481,000 1,017,588,000 14%

307 민간이전 7,295,893,000 8,313,481,000 1,017,588,000 14%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295,893,000 8,313,481,000 1,017,588,000 14% 2020.05.08
중계그린아파트 경남·롯데상아아파트 관리
비 증액

일반예산(재무활동) 6,869,355,000 7,138,243,000 268,888,000 4%

보전지출 6,869,355,000 5,138,243,000 △1,731,112,000 △25%

여유자금 예치 6,869,355,000 5,138,243,000 △1,731,112,000 △25%

602 예치금 6,869,355,000 5,138,243,000 △1,731,112,000 △25%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602-01 예치금 6,869,355,000 5,138,243,000 △1,731,112,000 △25% 2020.05.08
중계그린아파트 경남·롯데상아아파트 관리
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변경

내부거래지출 2,000,000,000 2,000,000,000

여유자금 예탁 2,000,000,000 2,000,000,000

704 예탁금 2,000,000,000 2,000,000,000

704-01 예탁금 2,000,000,000 2,000,000,000 2020.05.08 시금고 예치액 중 여유자금 예탁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3년 일괄구입한 16대 컴퓨터의 내구연한(5년)이 초과되었으며 잦은 접속불량, 속도 저하, 먹통현상으로 어르신들의 능동적 수업 참여가 어려움에 
따라 <어르신정보화 교육>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 증액 변경

   나. 변경요지   : - 어르신 정보화교육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 증액(증20,800천원)
- 예치금 감액(감20,800천원)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296,953,000 296,953,00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96,953,000 296,953,000

사회복지 296,953,000 296,953,000

노인ㆍ청소년 296,953,000 296,953,00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30,000,000 50,800,000 20,800,000 69%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 지원 30,000,000 50,800,000 20,800,000 69%

어르신 정보화 교육 30,000,000 50,800,000 20,800,000 69%

307 민간이전 30,000,000 27,500,000 △2,500,000 △8%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000 27,500,000 △2,500,000 △8% 2020.10.27
어르신 정보화교육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 증
액

402 민간자본이전 23,300,000 23,300,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3,300,000 23,300,000 2020.10.27
어르신 정보화교육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 증
액

일반예산(재무활동) 266,953,000 246,153,000 △20,800,000 △8%

보전지출 266,953,000 246,153,000 △20,800,000 △8%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여유자금 예치 266,953,000 246,153,000 △20,800,000 △8%

602 예치금 266,953,000 246,153,000 △20,800,000 △8%

602-01 예치금 266,953,000 246,153,000 △20,800,000 △8% 2020.10.27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o 19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o 예산변경(자활지원과-14425(2020.11.25.)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자활사업 보고대회  및 서울광역자활센터조직진단 용역비 감소
 -  저소득  취약계층의 통장홍보사업 증가

   나. 변경요지   : o `19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o 예산변경
  -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사무관리비 50,000천원 → 30,000천원( 감20,000천원), 
  -  민간위탁금 105,000천원→ 125,000천원(증20,000천원):통장리플릿 30만부, 온라인 홍보카드 뉴스제작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2,880,031,000 3,167,948,000 287,917,000 1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880,031,000 3,167,948,000 287,917,000 10%

사회복지 2,880,031,000 3,167,948,000 287,917,000 10%

취약계층지원 2,880,031,000 3,167,948,000 287,917,000 10%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155,000,000 155,000,000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155,000,000 155,000,000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155,000,000 155,000,000

201 일반운영비 50,000,000 30,000,000 △20,000,000 △40%

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 30,000,000 △20,000,000 △40% 2020.11.25
코로나19발생에 따른 대면교육비 감자활사업 
보고대회 및 서울광역자활센터조직 진단 용역
비 감소

307 민간이전 105,000,000 125,000,000 20,000,000 19%

307-05 민간위탁금 105,000,000 125,000,000 20,000,000 19% 2020.11.25
교육비 감소액을 취약계층 대상 통장사업 홍
보사업비로 증액

일반예산(재무활동) 2,725,031,000 3,012,948,000 287,917,000 11%

보전지출(자활지원과) 2,725,031,000 3,012,948,000 287,917,000 11%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여유자금 예치 2,725,031,000 3,012,948,000 287,917,000 11%

602 예치금 2,725,031,000 3,012,948,000 287,917,000 11%

602-01 예치금 2,725,031,000 3,012,948,000 287,917,000 11% 2020.02.21 예치금 증가(`20년 기금심의위원회 개최)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지출추계 반영을 통한 사업비 지출계획 변경

   나. 변경요지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출계획 변경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출계획 변경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출계획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8,010,965,000 17,871,169,000 △139,796,000 △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18,010,965,000 17,871,169,000 △139,796,000 △1%

사회복지 18,010,965,000 17,871,169,000 △139,796,000 △1%

주택 18,010,965,000 17,871,169,000 △139,796,000 △1%

일반예산(재무활동) 2,510,965,000 2,871,169,000 360,204,000 14%

보전지출(주택정책과) 2,510,965,000 2,871,169,000 360,204,000 14%

여유자금 예치 2,510,965,000 2,871,169,000 360,204,000 14%

602 예치금 2,510,965,000 2,871,169,000 360,204,000 14%

602-01 예치금 2,510,965,000 2,871,169,000 360,204,000 14% 2020.10.08 연말예금잔액

주거복지 수준 제고 15,500,000,000 15,000,000,000 △500,000,000 △3%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6,500,000,000 6,000,000,000 △500,000,000 △8%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6,500,000,000 6,000,000,000 △500,000,000 △8%

301 일반보전금 6,500,000,000 6,000,000,000 △500,000,000 △8%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500,000,000 6,000,000,000 △500,000,000 △8% 2020.10.08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주택바우처 지원대
상 감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9,000,000,000 9,000,000,000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9,000,000,000 9,000,000,000

501 융자금 9,000,000,000 9,000,000,000

501-01 민간융자금 3,000,000,000 4,000,000,000 1,000,000,000 33% 2020.10.08
매입임대 물량 증가에 따라 신청가구 증가 예
상

501-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6,000,000,000 5,000,000,000 △1,000,000,000 △17% 2020.10.08
`20. 8월까지 대출실적(8억)이 예년보다 저조
하여 당초 8월까지의 예산 20억원 중 약 10억
원 감액 조정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비융자성 사업비 등 감액

   나. 변경요지   :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 구 공동협력사업 등 사업비 감액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414,730,000 2,449,817,000 1,035,087,000 7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216,730,000 2,449,817,000 1,233,087,000 101%

문화및관광 1,206,730,000 2,446,817,000 1,240,087,000 103%

체육 1,206,730,000 2,446,817,000 1,240,087,000 103%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800,758,000 675,758,000 △125,000,000 △16%

생활체육 육성 800,758,000 675,758,000 △125,000,000 △16%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000,000 185,000,000 △15,000,000 △7%

307 민간이전 200,000,000 185,000,000 △15,000,000 △7%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0 185,000,000 △15,000,000 △7% 2020.06.09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프로그램 운영기간 축
소되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예산 감액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600,758,000 490,758,000 △110,000,000 △18%

307 민간이전 600,758,000 490,758,000 △110,000,000 △18%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758,000 490,758,000 △110,000,000 △18% 2020.06.09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등으로 수당 미지
급분 발생하여 예산 감액

일반예산(재무활동) 405,972,000 1,771,059,000 1,365,087,000 336%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보전지출 405,972,000 1,441,059,000 1,035,087,000 255%

여유자금 예치 405,972,000 1,441,059,000 1,035,087,000 255%

602 예치금 405,972,000 1,441,059,000 1,035,087,000 255%

602-01 예치금 405,972,000 1,441,059,000 1,035,087,000 255% 2020.02.20

내부거래지출 330,000,000 330,000,00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330,000,000 330,000,000

704 예탁금 330,000,000 330,000,000

704-01 예탁금 330,000,000 330,000,000 2020.06.09

기타 10,000,000 3,000,000 △7,000,000 △70%

기타 10,000,000 3,000,000 △7,000,000 △70%

행정운영경비(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0,000,000 3,000,000 △7,000,000 △70%

기본경비(체육진흥기금) 10,000,000 3,000,000 △7,000,000 △70%

기금관리비 10,000,000 3,000,000 △7,000,000 △70%

201 일반운영비 10,000,000 3,000,000 △7,000,000 △70%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3,000,000 △7,000,000 △70% 2020.06.09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198,000,000 △198,000,000 △100%

문화및관광 198,000,000 △198,000,000 △100%

체육 198,000,000 △198,000,000 △100%

시민생활체육 진흥 198,000,000 △198,000,000 △100%

생활체육 활성화(체육진흥기금) 198,000,000 △198,000,000 △1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 198,000,000 △198,000,000 △1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8,000,000 △18,000,000 △1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000 △18,000,000 △100% 2020.06.09
자치구 업무 경감을 위해 자치구 자체평가로 
사업계획 변경되어 예산 감액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0,000,000 △180,000,000 △100%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0,000,000 △180,000,000 △100% 2020.06.09
자치구 업무 경감을 위해 자치구 자체평가로 
사업계획 변경되어 예산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및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나. 변경요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및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563,324,780,000 1,226,814,178,000 663,489,398,000 118%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563,324,780,000 1,226,814,178,000 663,489,398,000 118%

공공질서및안전 139,000,000,000 1,083,790,348,000 944,790,348,000 680%

재난방재ㆍ민방위 139,000,000,000 1,083,790,348,000 944,790,348,000 680%

재해 및 재난 예방 139,000,000,000 1,083,790,348,000 944,790,348,000 680%

재난 예방 및 복구 139,000,000,000 1,083,790,348,000 944,790,348,000 680%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03,000,000,000 1,038,613,548,000 935,613,548,000 908%

101 인건비 235,443,000 235,443,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5,443,000 235,443,000 2020.08.12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201 일반운영비 3,000,000,000 84,962,240,000 81,962,240,000 2732%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0 82,777,666,000 79,777,666,000 2659% 2020.12.22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및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201-02 공공운영비 2,184,574,000 2,184,574,000 2020.10.27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및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206 재료비 1,736,990,000 1,736,99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206-01 재료비 1,736,990,000 1,736,990,000 2020.06.30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301 일반보전금 252,000,000 252,000,000

301-12 기타보상금 252,000,000 252,000,000 2020.03.12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617,000,000 617,000,000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17,000,000 617,000,000 2020.07.24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307 민간이전 18,078,425,000 18,078,425,000

307-01 의료및구료비 2,565,282,000 2,565,282,000 2020.10.27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801,196,000 13,801,196,000 2020.10.27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307-05 민간위탁금 1,683,177,000 1,683,177,000 2020.12.18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8,770,000 28,770,000 2020.02.05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308 자치단체등이전 808,220,641,000 808,220,641,0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2,454,334,000 782,454,334,000 2020.08.12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6,456,708,000 16,456,708,000 2020.04.27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309,599,000 9,309,599,000 2020.10.27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00,000 90,278,250,000 △9,721,750,000 △10%

401-01 시설비 100,000,000,000 90,101,000,000 △9,899,000,000 △10% 2020.06.30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401-02 감리비 177,250,000 177,250,000 2020.04.27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402 민간자본이전 12,474,162,000 12,474,162,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399,237,000 5,399,237,000 2020.10.27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402-03 민간위탁사업비 7,074,925,000 7,074,925,000 2020.12.18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202,970,000 11,202,970,000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64,000,000 664,000,000 2020.03.18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538,970,000 10,538,970,000 2020.04.27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405 자산취득비 10,555,427,000 10,555,427,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555,427,000 10,555,427,000 2020.12.18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변경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00,000,000 41,876,800,000 6,876,800,000 20%

201 일반운영비 195,000,000 195,000,000

201-01 사무관리비 195,000,000 195,000,000 2020.09.22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00,000 40,068,800,000 5,068,800,000 14%

401-01 시설비 35,000,000,000 40,068,800,000 5,068,800,000 14% 2020.09.11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402 민간자본이전 490,000,000 490,000,000

402-03 민간위탁사업비 490,000,000 490,000,000 2020.11.24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23,000,000 1,123,000,000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23,000,000 1,123,000,000 2020.09.22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연구용역(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000,000,000 3,300,000,000 2,300,000,000 230%

207 연구개발비 200,000,000 200,000,000

207-02 전산개발비 200,000,000 200,000,000 2020.03.18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000 2,500,000,000 1,500,000,000 150%

401-01 시설비 1,000,000,000 2,500,000,000 1,500,000,000 150% 2020.03.18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0,000,000 600,000,00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00,000,000 600,000,000 2020.04.27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기타 424,324,780,000 143,023,830,000 △281,300,950,000 △66%

기타 424,324,780,000 143,023,830,000 △281,300,950,000 △66%

행정운영경비(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6,000,000 10,000,000 4,000,000 67%

기본경비 6,000,000 10,000,000 4,000,000 67%

기금관리비 6,000,000 10,000,000 4,000,000 67%

201 일반운영비 6,000,000 10,000,000 4,000,000 67%

201-01 사무관리비 6,000,000 10,000,000 4,000,000 67% 2020.07.24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변
경

재무활동(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424,318,780,000 143,013,830,000 △281,304,950,000 △66%

보전지출 424,318,780,000 143,013,830,000 △281,304,950,000 △66%

여유자금예치 424,318,780,000 143,013,830,000 △281,304,950,000 △66%

602 예치금 424,318,780,000 143,013,830,000 △281,304,950,000 △66%

602-01 예치금 424,318,780,000 143,013,830,000 △281,304,950,000 △66% 2020.12.22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및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위한 변경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감염병, 자연재난(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 및 어르신,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나. 변경요지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역물품 지원, 시 격리시설·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등)
자연재난(호우 등), 재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및 폭염 대비 물품 지원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279,299,290,000 539,503,424,000 260,204,134,000 9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79,299,290,000 539,503,424,000 260,204,134,000 93%

공공질서및안전 7,712,520,000 513,305,779,000 505,593,259,000 6555%

재난방재ㆍ민방위 7,712,520,000 513,305,779,000 505,593,259,000 6555%

이재민 구호지원 7,712,520,000 513,305,779,000 505,593,259,000 6555%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7,712,520,000 513,305,779,000 505,593,259,000 6555%

이재민 재해보상 11,500,000 476,966,866,000 476,955,366,000 4147438%

201 일반운영비 11,500,000 838,226,000 826,726,000 7189%

201-01 사무관리비 11,500,000 838,226,000 826,726,000 7189% 2020.08.11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변경

207 연구개발비 40,000,000 40,000,000

207-02 전산개발비 40,000,000 40,000,000 2020.05.13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변경

308 자치단체등이전 476,088,640,000 476,088,640,0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6,088,640,000 476,088,640,000 2020.10.14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및 자연재난(호우) 대
응을 위한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770,100,000 27,753,928,000 24,983,828,000 902%

201 일반운영비 15,105,037,000 15,105,037,000

201-01 사무관리비 15,105,037,000 15,105,037,000 2020.10.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변경(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운영/방역물품 지원)

301 일반보전금 2,174,120,000 2,174,120,000

301-12 기타보상금 2,174,120,000 2,174,120,000 2020.10.14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변경(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운영)

307 민간이전 2,770,100,000 768,382,000 △2,001,718,000 △72%

307-01 의료및구료비 2,770,100,000 72,877,000 △2,697,223,000 △97% 2020.10.19
구호물자 구입 및 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과목
 조정

307-05 민간위탁금 342,350,000 342,350,000 2020.12.0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세부사업 신설(생활치료
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변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53,155,000 353,155,000 2020.03.27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변경(방역물품 지원
)

308 자치단체등이전 9,691,089,000 9,691,089,00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87,039,000 9,687,039,000 2020.08.11
감염병 확산 방지(격리시설 운영/방역물품 지
원) 및 폭염 대응을 위한 변경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50,000 4,050,000 2020.03.27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변경

402 민간자본이전 15,300,000 15,300,000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5,300,000 15,300,000 2020.03.17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변경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930,920,000 2,236,611,000 △2,694,309,000 △55%

308 자치단체등이전 4,930,920,000 2,236,611,000 △2,694,309,000 △55%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30,920,000 2,236,611,000 △2,694,309,000 △55% 2020.04.24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사업비 조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국비) 6,348,374,000 6,348,374,000

307 민간이전 6,348,374,000 6,348,374,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335,478,000 3,335,478,000 2020.12.09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영을 위한 
세부사업 신설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7-05 민간위탁금 3,012,896,000 3,012,896,000 2020.12.09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영을 위한 
세부사업 신설

사회복지 271,586,770,000 26,197,645,000 △245,389,125,000 △90%

취약계층지원 271,586,770,000 26,197,645,000 △245,389,125,000 △90%

재무활동(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271,586,770,000 26,197,645,000 △245,389,125,000 △90%

보전지출 271,586,770,000 26,197,645,000 △245,389,125,000 △90%

여유자금예치 271,586,770,000 26,197,152,000 △245,389,618,000 △90%

602 예치금 271,586,277,000 26,197,152,000 △245,389,125,000 △90%

602-01 예치금 271,586,277,000 26,197,152,000 △245,389,125,000 △90% 2020.12.09
감염병 및 재난·재해 대응 사업비 증액에 따
른 예치금 변경

802 반환금기타 493,000 △493,000 △100%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493,000 △493,000 △100% 2020.12.09 세부사업 조정

반환금 기타 493,000 493,000

802 반환금기타 493,000 493,000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493,000 493,000 2020.12.09 세부사업 조정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예치금 감액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적정 추진을 위한 예산항목 조정

   나. 변경요지   : - 2019회계연도 결산으로 예치금 회수액 감액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감액으로 예치금 감액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항목 조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47,225,909,000 40,003,089,000 △7,222,820,000 △15%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47,225,909,000 40,003,089,000 △7,222,820,000 △15%

일반공공행정 47,225,909,000 40,003,089,000 △7,222,820,000 △15%

일반행정 47,225,909,000 40,003,089,000 △7,222,820,000 △15%

남북교류협력 추진 13,845,000,000 13,845,000,000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13,845,000,000 13,845,000,000

남북교류협력사업 13,845,000,000 13,845,000,000

201 일반운영비 2,234,540,000 5,800,940,000 3,566,400,000 160%

201-01 사무관리비 1,092,650,000 2,419,050,000 1,326,400,000 121% 2020.11.26
1차(2.24) -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추진으
로 적정 예산과목 조정 / 2차(7.1) -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를
 보조사업이 아닌 용역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증액 / 3차(11.
26) -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추진(보상금 증액으로 사무관리비 감액)

201-03 행사운영비 1,141,890,000 3,381,890,000 2,240,000,000 196% 2020.03.06
1차(2.24) -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추진 / 2차(3.
6) - 2020년 노벨평화상 월드서밋 추진을 위한 국제행사
 개최 전문업체(PCO) 선정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증액

301 일반보전금 80,000,000 154,000,000 74,000,000 93%

301-07 외빈초청여비 124,000,000 124,000,000 2020.01.23
제18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 관련 WSNPL 사무국 초청을 위
해 외빈초청여비 신설

301-09 행사실비지원금 65,000,000 3,000,000 △62,000,000 △95% 2020.07.01
1차(2.24) -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추
진 / 2차(7.1) - 서울시 평화통일 가족캠프 
추진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1-12 기타보상금 15,000,000 27,000,000 12,000,000 80% 2020.02.24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를 한국언론진흥
재단을 통해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적정 예산과
목으로 조정

307 민간이전 11,130,460,000 6,890,360,000 △4,240,100,000 △38%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130,460,000 6,890,360,000 △4,240,100,000 △38% 2020.07.01
1차(1.23) - 제18차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실무회의 관련 WSNPL 사무
국 초청 / 2차(2.24) - 유니세프(UNICEF)를 통한 코로나19 대북 방역물품 지
원 / 3차(3.6) - 2020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추진 / 4차(4.3) - 자치
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확대 / 5차(7.1) - 사회적대화 추진

308 자치단체등이전 400,000,000 639,700,000 239,700,000 60%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00,000 639,700,000 239,700,000 60% 2020.04.03
2020 자치구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공모사
업 확대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증
액

310 국외이전 360,000,000 360,000,000

310-01 국외경상이전 360,000,000 360,000,000 2020.02.24
국제기구 유니세프(UNICEF)를 통한 코로나19 
대북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과목 신설

재무활동(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33,380,909,000 26,158,089,000 △7,222,820,000 △22%

보전지출 33,380,909,000 26,158,089,000 △7,222,820,000 △22%

여유자금예치 33,380,909,000 26,158,089,000 △7,222,820,000 △22%

602 예치금 33,380,909,000 26,158,089,000 △7,222,820,000 △22%

602-01 예치금 33,380,909,000 26,158,089,000 △7,222,820,000 △22% 2020.05.21
1차(3.11)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
수액 감액 / 2차(5.21)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타 지자체와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금액 변경

   나. 변경요지   :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 등 구호 활동 지원, 예탁금 이자수입 통계목 신설, 타시도 MICE 공동마케팅 사업비 감액, 농촌 일
자리 지원 사업 하반기 사업비 편성 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4,435,921,000 5,063,719,000 627,798,000 14%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4,435,921,000 5,063,719,000 627,798,000 14%

일반공공행정 4,435,921,000 5,063,719,000 627,798,000 14%

일반행정 4,435,921,000 5,063,719,000 627,798,000 14%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1,300,000,000 1,859,000,000 559,000,000 43%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1,300,000,000 1,859,000,000 559,000,000 43%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000,000 1,500,000,000 500,000,000 50%

307 민간이전 1,250,000,000 1,250,000,000

307-01 의료및구료비 600,000,000 600,000,000 2020.08.18
코로나19 등 구호활동 관련 의료물품 지원(2.
3~8.18)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50,000,000 650,000,000 2020.08.18
코로나19 등 구호활동 관련 의료물품 지원(2.
3~8.18)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0,000 250,000,000 △750,000,000 △75%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000,000 250,000,000 △750,000,000 △75% 2020.08.18
코로나19 등 구호활동 관련 의료물품 지원(2.
3~8.18)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300,000,000 258,292,000 △41,708,000 △14%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8 자치단체등이전 300,000,000 258,292,000 △41,708,000 △14%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000 258,292,000 △41,708,000 △14% 2020.08.18 코로나19로 인한 MICE행사 축소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 100,708,000 100,708,000

201 일반운영비 100,708,000 100,708,000

201-01 사무관리비 100,708,000 100,708,000 2020.08.18 농촌일자리사업 하반기 사업비 편성

재무활동(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3,135,921,000 3,204,719,000 68,798,000 2%

보전지출 3,135,921,000 3,204,719,000 68,798,000 2%

여유자금예치(국내협력계정) 3,135,921,000 2,204,719,000 △931,202,000 △30%

602 예치금 3,135,921,000 2,204,719,000 △931,202,000 △30%

602-01 예치금 3,135,921,000 2,204,719,000 △931,202,000 △30% 2020.03.11 '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여유자금예탁(국내협력계정) 1,000,000,000 1,000,000,000

704 예탁금 1,000,000,000 1,000,000,000

704-01 예탁금 1,000,000,000 1,000,000,000 2020.08.18 예탁금 이자수입 통계목 신설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1.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교류사업 일부가 취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감액 및 편성목 조정, 수요 증가한 재해구호 사업비 증액 
2. 포스트 코로나 시정운영전략 추진동력 마련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매칭을 위해 여유자금 예탁

   나. 변경요지   : 1. 2020년 기금사업 편성 9개 사업 3,055백만원 -> 9개사업 3,335백만원
2. 여유자금 예탁 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000백만원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6,638,586,000 7,506,339,000 867,753,000 13%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6,638,586,000 7,506,339,000 867,753,000 13%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638,586,000 7,506,339,000 867,753,000 13%

무역및투자유치 6,638,586,000 7,506,339,000 867,753,000 13%

국제교류협력 추진 2,283,064,000 2,563,064,000 280,000,000 12%

외국지방정부 공무원교육 및 연수 1,658,064,000 1,048,064,000 △610,000,000 △37%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1,083,728,000 993,728,000 △90,000,000 △8%

201 일반운영비 420,693,000 383,373,000 △37,320,000 △9%

201-01 사무관리비 344,763,000 334,263,000 △10,500,000 △3% 2020.05.1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축소

201-02 공공운영비 3,300,000 2,700,000 △600,000 △18% 2020.05.1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축소

201-03 행사운영비 72,630,000 46,410,000 △26,220,000 △36% 2020.05.1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축소

202 여비 1,200,000 1,020,000 △180,000 △15%

202-01 국내여비 1,200,000 1,020,000 △180,000 △15% 2020.05.1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축소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301 일반보전금 661,835,000 609,335,000 △52,500,000 △8%

301-07 외빈초청여비 661,835,000 609,335,000 △52,500,000 △8% 2020.05.1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축소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574,336,000 54,336,000 △520,000,000 △91%

201 일반운영비 146,264,000 53,048,000 △93,216,000 △64%

201-01 사무관리비 146,264,000 53,048,000 △93,216,000 △64% 2020.10.12 코로나19로 과정 축소 운영

301 일반보전금 428,072,000 1,288,000 △426,784,000 △100%

301-06 민간인국외여비 20,312,000 △20,312,000 △100% 2020.05.12 코로나19로 과정 축소 운영

301-07 외빈초청여비 407,760,000 1,288,000 △406,472,000 △100% 2020.10.12 코로나19로 과정 축소 운영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325,000,000 265,000,000 △60,000,000 △18%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100,000,000 70,000,000 △30,000,000 △30%

307 민간이전 100,000,000 70,000,000 △30,000,000 △3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70,000,000 △30,000,000 △30% 2020.05.12 코로나19로 과정 축소 운영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30,000,000 △30,000,000 △100%

201 일반운영비 10,000,000 △10,000,000 △100%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10,000,000 △100% 2020.05.12
코로나19로 해외 소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 폐
지

301 일반보전금 20,000,000 △20,000,000 △100%

301-07 외빈초청여비 20,000,000 △20,000,000 △100% 2020.05.12
코로나19로 해외 소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 폐
지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195,000,000 195,000,000

307 민간이전 195,000,000 171,000,000 △24,000,000 △12%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95,000,000 171,000,000 △24,000,000 △12% 2020.06.26
코로나19  상황 지원가능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교육기자재 필요)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402 민간자본이전 24,000,000 24,000,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4,000,000 24,000,000 2020.06.26
코로나19  상황 지원가능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교육기자재 필요)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300,000,000 1,250,000,000 950,000,000 317%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300,000,000 1,250,000,000 950,000,000 317%

201 일반운영비 1,250,000,000 1,250,000,000

201-01 사무관리비 1,250,000,000 1,250,000,000 2020.05.12
자매우호도시 방역정책 전수 및 방역물품 지
원

310 국외이전 300,000,000 △300,000,000 △100%

310-01 국외경상이전 300,000,000 △300,000,000 △100% 2020.02.07
자매우호도시 방역물품 지원 위해 불용사업비
 감액

재무활동(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4,355,522,000 4,943,275,000 587,753,000 13%

보전지출 4,355,522,000 943,275,000 △3,412,247,000 △78%

여유자금예치 4,355,522,000 943,275,000 △3,412,247,000 △78%

602 예치금 4,355,522,000 943,275,000 △3,412,247,000 △78%

602-01 예치금 4,355,522,000 943,275,000 △3,412,247,000 △78% 2020.10.12
재정투자기금 예탁 및 불용사업비 감액으로 
예치금 변경

내부거래지출 4,000,000,000 4,000,000,000

여유자금 예탁 4,000,000,000 4,000,000,000

704 예탁금 4,000,000,000 4,000,000,000

704-01 예탁금 4,000,000,000 4,000,000,000 2020.05.12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특별회계 기금간
 효율적 운용위해 여유자금 예탁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2020년도 도시재생기금)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금액 조정

   나. 변경요지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신규사업 편성, 기존사업 증액 등 세부사업 간 금액 조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22,605,661,000 27,652,834,000 5,047,173,000 22%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22,605,661,000 27,652,834,000 5,047,173,000 22%

국토및지역개발 8,778,900,000 10,965,417,000 2,186,517,000 25%

지역및도시 8,778,900,000 10,965,417,000 2,186,517,000 25%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8,778,900,000 10,965,417,000 2,186,517,000 25%

도시재생 활성화 8,778,900,000 10,965,417,000 2,186,517,000 25%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6,780,000,000 9,319,517,000 2,539,517,000 37%

201 일반운영비 150,000,000 224,000,000 74,000,000 49%

201-01 사무관리비 150,000,000 224,000,000 74,000,000 49% 2020.09.18
1차변경(5.20)-우당 이회영 기념관 조성사업 
2차변경(9.18)- 후암동 주민공동 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0,000 5,827,068,000 2,827,068,000 94%

401-01 시설비 3,000,000,000 5,827,068,000 2,827,068,000 94% 2020.09.18
1차변경(3.6)-홍제역일대 창업레지던스 조성 등/2차변경
(5.20)-우당 이회영 기념관 조성 등/3차변경(9.18)-후암
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310,000,000 2,538,000,000 228,000,000 10%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310,000,000 2,538,000,000 228,000,000 10% 2020.09.18 서울옥상 조성 사업비 증액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405 자산취득비 1,320,000,000 730,449,000 △589,551,000 △45%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20,000,000 730,449,000 △589,551,000 △45% 2020.09.18
1차변경(3.6)-홍제역일대 창업레지던스 조성/2차변경(5.
20)-용산 Y-Valley 제조유통 플랫폼 조성비 감액/3차변
경(9.18)-홍제역일대 창업레지던스 조성 통계목 변경

주민역량강화 1,998,900,000 1,645,900,000 △353,000,000 △18%

308 자치단체등이전 1,998,900,000 1,645,900,000 △353,000,000 △18%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98,900,000 1,645,900,000 △353,000,000 △18% 2020.09.18 도시재생 기업(CRC)지원 사업비 감액

기타 13,826,761,000 16,687,417,000 2,860,656,000 21%

기타 13,826,761,000 16,687,417,000 2,860,656,000 21%

재무활동(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13,826,761,000 16,687,417,000 2,860,656,000 21%

보전지출(재생정책과) 13,826,761,000 16,687,417,000 2,860,656,000 21%

여유자금 예치 13,826,761,000 16,687,417,000 2,860,656,000 21%

602 예치금 13,826,761,000 16,687,417,000 2,860,656,000 21%

602-01 예치금 13,826,761,000 16,687,417,000 2,860,656,000 21% 2020.05.20
1차변경(3.6)-'19년도 결산에따른 예치금 증
액/2차변경(5.20)-신규사업 편성을 위한 예치
금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