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  고

합   계
(A+B)

1,069,422   

소  계(A) (광역제안형,민주주의서울제안형,구단위계획형) 24,647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보호시설 퇴소아동 경계성 발달장애인을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19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홍보 에코백 지원 2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 와이파이 구축 1,0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2,4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보라매안전체험관 지하철 화재체험시설 강화 4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2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깔창 지원 39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도로 연결 및 정비 1,0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 1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 강화 사업 2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야외운동기구 설치 24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푸른도시국 조경과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7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푸른도시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와우산 노후시설 정비 5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가양나들목 스탠드 지붕덮개 설치 28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원 15,67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청소년 재활치료시스템 구축 3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시민제안사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700            신규사업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역



소  계(B) (숙의예산) 1,044,774   

일반참여예산사업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3,21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1,623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311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3,10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정책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24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963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아동급식지원          27,17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정책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            1,78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정책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183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2,08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33,28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4,11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보람일자리 사업          18,427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12,5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5,55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3,73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등 의료지원            4,677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7,89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수소차 보급          20,18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36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1,5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지소 확충 지원            1,41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            1,17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지원              54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찾·동 방문건강관리          28,861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1,40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58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96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생활상권 활성화            6,87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44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54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16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지원                5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1,5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0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 사업            3,0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30,12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추진          10,45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13,20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토공) 노후포장 정비            9,90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지하차도 노후 배수시설 개량            4,081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1,917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42,96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8,3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26,83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32,433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2,253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지구 육성 지원            1,50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 365거리공연 운영            1,15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1,97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평화문화진지 운영              66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공연예술 창작활성화(전환)            3,0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국악 활성화              541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62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2,57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1,3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 운영              5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스타드업 육성              22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범죄예방 디자인              17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운영            1,433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사회문제 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43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2,21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            2,09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시립 미술 아카이브 운영
(평창동 미술복합 문화공간 개관대비 기반조성)

           2,17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7,44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2,3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서울책보고 운영            1,09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서울북스타트 사업              86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1,2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39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3,16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45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2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이야기 발굴 및 확산              66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 도보 관광 코스 활성화              46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91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10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시 대표 관광문화기념품 개발 및 육성              23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15,41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운영            1,05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01,547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사회주택 공급            2,48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18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267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21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골목길 재생사업          11,33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10분동네사업종합주거지재생사업)

           5,0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2,1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40,933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93,80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구공원)            1,8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형 R&D 지원          38,41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운영          16,453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4,0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운영              687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운영                5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서울캠퍼스타운 페스티벌 개최              2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광운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731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세종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71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중앙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81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5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단위형) 3단계 추진            4,56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서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2,02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인덕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70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경희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2,4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697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연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91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숭실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84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숙명여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88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56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2,31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활성화 추진(도시농업공동체지원사업)            1,051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8,391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12,00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1,81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1,07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3D 기반 Virtual Seoul 구축            2,417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능형 CCTV 고도화            2,17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51,98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문해교육 활성화              191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41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1,33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4,63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133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빗물관리시설 확충            1,94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빗물마을 조성사업)            2,74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관로 종합정비          44,3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12,08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차집관로 성능개선            5,78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30,17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2,40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3,0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이동형 화장실 리모델링              18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자원봉사자 운영              343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한강사계절 축제              64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6,71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 한강숲 조성            2,638 계속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