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20)-1.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
(단위 : 원)

구  분 설립
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 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서울
의료원 1977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사업발전에 기여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29,999,999,821 29,999,999,821
(100%)

서울
연구원 1992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589,372,000 300,000,000 
(5.4%)



구  분 설립
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 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서울산업
진흥원 1998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 산업, 금융, 경영, 무역, 기술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인력, 자금, 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판로개척 및 기업브랜드화 지원
·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 ‧기술간 융합 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 디지털미디어시티 관리‧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152,066,760,732 15,000,000,000
(9.9%)

서울신용
보증재단 1999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의 행사
· 정책자금 융자대상업체 평가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1,494,237,390,783 580,490,465,940
        (38.8%)  

 

세종문화
회관 1999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 세종문화회관 운영
· 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1,773,001,676 1,773,001,676
(100%)



구  분 설립
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 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서울여성
가족재단 2002

실직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및 성인지력 

향상사업
·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 스페이스살림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여성·가족 관련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 출판연구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10,000,143 10,000,143
(100%)

서울시
복지재단 2003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 저소득 ‧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 저소득 ‧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1,500,000,000 11,500,000,000
(100%)



구  분 설립
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 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서울문화
재단 2004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지역문화의 육성·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77,271,688,930 49,845,134,167
(64.5%)

서울시립
교향악단 2005

교향악단 활동을 통한 서울시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도시 
서울의 음악적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 널리 알림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음악연주활동
·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
· 청소년연주자 육성사업
· 서울시장이 위탁하는사업

1,000,000 1,000,000
(100%)

서울디자
인재단 2008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을 설립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495,160,953 1,000,000
(0.20%)

서울장학
재단 2009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 장학금 지원 사업
·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3,600,000,000 4,400,000,000
(32.35%)



구  분 설립
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 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

2015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 평생교육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평생교육 정책 연구개발
·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 문해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문화 확산
·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 학교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50,197,797 150,197,797
(100%)

50플러스
재단 2016

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상담
·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년층 관련 시설지원 및 종사자 교육
· 장년층 사업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 장년층 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출판 및 캠페인
·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00,000,000 700,000,000
(100%)



구  분 설립
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 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서울디지
털재단 2016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 민법32조
·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00,000,000 500,000,000
(100%)

120다산콜
재단 2017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정·구정 상담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50,000,000 50,000,000
(100%)

공공보건
의료재단 2017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 운영 
효율화, 질향상 지속 강화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자원․분야간 연계협력 강화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ㆍ보급 
·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 국내ㆍ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ㆍ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700,000,000 700,000,000
(100%)



구  분 설립
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 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서울기술
연구원 2018

서울시정 관련 각종 기술·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서울특별시, 국가·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00,000,000 500,000,000
(100%)

서울관광
재단 2018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 회의. 전시회  등 육성지원
․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위탁한 업무 등

1,000,000 1,000,000
(100%)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2019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 관련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연구·개발
·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 사회서비스원에 종사사 처우 개선과 고용의 안정성 위한 사업

1,000,000,000 1,000,000,000
(100%)



(20)-2. 지방자치단체 출자현황 : 해당없음

구  분 설립
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 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미디어재단 
TBS 2020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 민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ㆍ협력 
·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ㆍ협찬 등 수익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000,000 1,000,000
(100%)



(20)-3. 지방자치단체 출연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원)

구    분 연도
출연금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총 계 1,572,780,630,501 1,572,780,630,501

서울연구원
계 93,866,099,000 93,866,099,000

2019 29,844,025,000 29,844,025,000
2020 31,548,200,000 31,548,200,000
2021 32,473,874,000 32,473,874,000

서울산업진흥원
계 172,767,200,000 172,767,200,000

2019 53,048,100,000 53,048,100,000
2020 65,175,100,000 65,175,100,000
2021 54,544,000,000 54,544,00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계 231,705,000,000 92,345,000,000

2019 6,580,000,000 4,800,000,000
2020 80,965,000,000 6,580,000,000
2021 144,160,000,000 80,965,000,000

세종문화회관
계 105,151,747,501 105,151,747,501

2019 32,912,827,501 32,912,827,501
2020 36,469,010,000 36,469,010,000
2021 35,769,910,000 35,769,910,000



구    분 연도
출연금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여성가족재단
계 37,790,588,000 37,790,588,000

2019 8,901,320,000 8,901,320,000
2020 13,859,339,000 13,859,339,000
2021 15,029,929,000 15,029,929,000

서울시복지재단
계 112,033,227,000 112,033,227,000

2019 32,359,068,000 32,359,068,000
2020 37,239,584,000 37,239,584,000
2021 42,434,575,000 42,434,575,000 

서울문화재단
계 166,225,649,000 166,225,649,000

2019 50,057,000,000 50,057,000,000
2020 57,406,000,000 57,406,000,000
2021 58,762,649,000 58,762,649,000

서울시립교향악단
계 45,840,777,000 45,840,777,000

2019 13,626,700,000 13,626,700,000
2020 18,009,225,000 18,009,225,000
2021 14,204,852,000 14,204,852,000

서울디자인재단
계 94,163,642,000 94,163,642,000

2019 36,928,950,000 36,928,950,000
2020 36,037,387,000 36,037,387,000

21,197,305,00021,197,305,0002021



구    분 연도
출연금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서울장학재단
계 32,722,870,000 32,722,870,000

2019 11,141,308,000 11,141,308,000
2020 11,481,308,000 11,481,308,000
2021 10,100,254,000 10,100,254,000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계 26,788,802,000 26,788,802,000

2019 5,639,651,000 5,639,651,000
2020 10,924,354,000 10,924,354,000
2021 10,224,797,000 10,224,797,000

50플러스재단
계 44,879,244,000 44,879,244,000

2019 14,160,789,000 14,160,789,000
2020 13,860,655,000 13,860,655,000
2021 16,857,800,000 16,857,800,000

서울디지털재단

계 23,470,263,000 23,470,263,000
2019 8,519,600,000 8,519,600,000
2020 8,720,029,000 8,720,029,000
2021 6,230,634,000  6,230,634,000  

120다산콜재단
계 68,476,070,000 68,476,070,000

2019 20,543,751,000 20,543,751,000
2020 23,377,534,000 23,377,534,000
2021 24,554,785,000 24,554,785,000



구    분 연도
출연금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공공보건의료재단

계 12,799,352,000 12,799,352,000
2019 3,562,864,000 3,562,864,000
2020 3,909,612,000 3,909,612,000
2021 5,326,876,000 5,326,876,000

서울기술연구원

계 44,251,683,000 44,251,683,000
2019 10,894,078,000 10,894,078,000
2020 13,543,295,000 13,543,295,000
2021 19,814,310,000 19,814,310,000

서울관광재단

계 143,006,371,000 143,006,371,000
2019 36,154,524,000 36,154,524,000
2020 55,814,520,000 55,814,520,000
2021 51,037,327,000 51,037,327,00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계 45,523,728,000 45,523,728,000
2019 7,178,938,000 7,178,938,000
2020 22,325,884,000 22,325,884,000
2021 16,018,906,000 16,018,906,000

미디어재단tbs

계 71,318,318,000 71,318,318,000
2019 - -
2020 34,762,547,000 34,762,547,000
2021 36,555,771,000 36,555,771,000



(20)-4. 당해연도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지원 현황(출자금, 출연금 항목 제외)
    (단위 : 원)

구    분 지원목적 금액
총  계 42,282,319,406

서울의료원
계 15,713,987,726

운영 보조금 12,682,446,885
자본 보조금 3,031,540,841

서울신용보증재단 계 202,500,000
전기차 구매 보조금 202,500,000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계 9,946,485,680

2021년도 보람일자리 사업 운영 보조금 7,586,909,000
2021년도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보조금 1,549,789,680

2021년도 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809,787,000

서울시디지털재단
계 265,652,000

2021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217,652,000 
전기차 구매 보조금 48,000,000 

120다산콜재단 계 52,580,000
전기차 구매 보조금 52,580,000

서울관광재단 계 14,120,000,000
보조금(스타트업 협력, 긴급 생존자금 등) 14,120,000,000

미디어재단TBS 계 1,211,675,000
뉴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운영(뉴딜일자리) 1,211,675,000

서울문화재단 계 548,439,000
2021년도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보조금 548,439,00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계 221,000,000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보조금 22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