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 2.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8.(금), 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
나. 위 원 회 회 부 일 자 : 2019. 2. 12.(화), (의안번호 제89호)
다. 상정일자 및 위원회 : 2019. 2. 26.(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요지
가. 제안이유
- 기재생략(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 일괄보고)
나. 주요내용
- 기재생략(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 일괄보고)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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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보고

 개

요

❍ 201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386억 1,976만원 대비 112억 9,520만원 증가한 7,498억
9,280만원임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편성액
ⓐ

기정예산액
ⓑ

추경후 예산안
ⓒ = ⓐ + ⓑ

증가율

총 계

11,209,520

738,619,760

749,829,280

1.52

일반회계

11,209,520

706,273,992

717,483,512

1.59

특별회계

-

32,345,768

32,345,768

-

❍ 금번 추경의 세입 재원(일반회계)은 조정교부금 4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73억
6,685만원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41만원이 추가로 재원으로 편성되나
시보조금의 경우 1억 57만 5천원이 감소되었음

❍ 소관 부서별 세출 추경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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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와 운영 (추경예산안 p.247)
- 지방세 관련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해소와 법령 위반,
재량남용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제도개선 건의로
납세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으로 감사담당관에 세무6급 1명이 배치되었으나,
휴가, 교육,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시 세무분야 대직자가 없어
업무공백이 우려됨.

노동권익센터
❍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추경예산안 p.251)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 및 복지 연계, 노동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개발용역에 1,300만원(2018년 시비보조금 교부)을 신규
로 편성하려는 것임.
- 보편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용역비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너무 저렴하
게 편성하여 저급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으며, 게시자료의 지속적인 업데
이트 대책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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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련 법률상담 및 구제 (추경예산안 p.252)
-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및 지원사업으로
- 근로자, 중소사업주를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안내서 제작에 800만원(2018
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비보조금 교부)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
- 근로자, 중소사업주를 위한 안내서도 좋지만 졸업과 동시에 바로 사회에
진출을 준비하는 고교생들을 위한 맞춤형 노동법 안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추경예산안 p.253)
- 강동구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고 노동계, 경영계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
렴하는 등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용역에 6,000만원(2018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비보조금 교부)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간편 결재 (추경예산안 p.254)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재서비스인 ‘제로
페이 서울’ 이용 확산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 ‘제로페이 서울 홍보물 제작’에 1,068만원(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

구정연구단
❍ 정책개발 및 연구 추진 (추경예산안 p.257)
- 강동구의 주요정책 개발 및 지역현안 연구, 조사 등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강동구의 주요정책 연구수행 및 정책수립, 보고서발간 등에 2,18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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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국

 총무과
❍ 총무과 소관 세출사업 중 추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p.207) 1개 사업으로 5억 3,450만원 증액 편성됨.
구체적으로, 구청사 본관 옥상 수배전반 교체공사 5억 500만원과 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1,250만원, 청내방송실 동보방송 시스템 설치 공사 1,700만원을 신규
반영함

- 구청사 본관 옥상 수배전반 교체공사는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기존 10면
→ 교체 13면)하고, 수배전반 전력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케이블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임.
- 본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수배전반은 1999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물품내용
연수(11년)1)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으므로 안전을 고려한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청사리모델링시 간과한 사업이라면 본예산 편성시
충분이 예측가능했던 경우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청내방송은 매일 아침·점심 방송 , 부서 송출 요청방송(청렴방송, 패밀리
데이 송) 등으로 방송진행요원과 믹싱콘솔 조정 요원 등 2명 이상의 직원이
투입되어 운영 중임. 2019.1.25.일자로 홍보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인방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송시스템 설치 및 스튜디오 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700만원을 편성함
- 청내방송이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추경 편성의 목적과 시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 [시행 2018. 10. 5.]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2018. 9.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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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안전과

❍ 자치안전과 소관 세출사업 중 추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로 60만원 증액 편성됨. 이는 2019년 1월 4일자 조직개편사항으로
자치안전과내 공유협치팀 신설 부서 직원 4명 증원(22명 → 26명)에 따른 증액임

 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중 추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산은 3억 60만원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p.209) 3억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임

-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억원은 상일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사업
으로, 2018년 10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상일초로
부터 예산부족, 사업 타당성 용역 진행 중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 취소요청이
있어 불용된 예산임.
2) 2019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2] 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
원수에 따라 편성(2018. 6.30. 기준)
구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5인이하
10인이하
15인이하
20인이하
25인이하
30인이하
31인이상

분
실·과
실·과
실‧과
실·과
실·과
실·과
1인 초과시

기

준

액

월 100,000원
월 175,000원
월 250,000원
월 300,000원
월 350,000원
월 400,000원
5,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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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실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지가 다른 지역
(읍·면·동)의 경우 분할
가능(인원수에따라기준액적용)

-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특별교부금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후에 사업목적이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된 건으로, 추경안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4항‘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금년도 상반기 중 용도변경 승인 후 집행
예정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증액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청소년팀 신설에 따른
4명 증원(18명 → 22명) 사항임

 전자정보과

❍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중 추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산은 428만원으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p.211) 41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만원임

- 해당부서에서는 강동구 스마트도시 실현에 필요한 정책과제사업을 심의·조정 등의
구정자문 역할을 위한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예정이나, 현재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이며, 또한, 주요 정책
수립 등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강동구(기획예산과)에서
기 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음.
-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로 보이나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의 근거 조례와 연관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만원 증액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스마트도시팀 신설에
따른 3명 증원(30명 → 33명)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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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국

 일자리창출과

❍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추경예산안 p.261)
- 청년, 중장년층,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일환인
민간일자리 분야 취업 교육 및 알선 사업으로
- 지역기반 홈매니저 착한손(2018년12월 시-구 상향일자리 추가선정) 추진에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
- 교육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교육수료자에 대한
수요처 알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료자 취업
알선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 및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추경예산안 p.263)
- 장보기 배송서비스 및 안전점검을 통해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매
니저를 지원하는 등 경영현대화를 위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 국고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비가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전통시장 상인회(고덕전통시장, 길동복조리시장)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국비 3,144만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임.
- 국고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이 궁금한 실정임.
또한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은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경예산안 p.265)
- 전통시장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방문고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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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다리전통시장 어닝 정비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려는 것임.
- 어닝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점포가 있을 경우 미관상 좋지 않고, 사업추진
효과가 반감되므로 반대자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추경예산안 p.267)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 조직개편에 따른 지속가능국 업무추진비 840만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임.

❍ 사회적경제 링크업 (추경예산안 p.268)
- 청년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력사업장과 청년활동가를 연계하여
근로와 병행, 취창업 준비 사업으로
-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협력 사업장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지원 등에 5,500
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추경예산안 p.270)
-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구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 마련 사업으로
- 천호동 및 강일동 마을활력소 조성에 2억 9,939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마을활력소의 조성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용자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장소 선택을 잘 하여야 한다고 봄. 향후 마을활력소 조성 후 이용자가
적을 경우 예산낭비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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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보훈회관 운영지원(p.215)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2억 8,240만원 증액됨. 주요
공간개선사업으로 2019년 10월 13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1층의 개인식당을
보훈회관 구내식당과 보훈단체 사무실로 변경하고, 지하는 노후 된 목욕탕의
시설개선, 2층은 회의실 및 휴게시설 조성, 3층은 보훈경로당을 설치하는
사업임.

- 보훈회관은 2016년 리모델링 공사로 8억 1,000만원 (국·시비), 2017년
기계실 전면 보수 1억 3,000만원 (구비) 등 매년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보훈회관에 대한 시설개선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 다만, 추경안이 통과되어 공간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구내식당의 직영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액 자체재원으로 필요한 사항임. 그리고 사무관
리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물품들이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함.

 사회복지과

❍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신규)(p.217) 추경안은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 사업 수요조사 실시3)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를 신청대상으로 요청함.
3)“2019년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 사업 수요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836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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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교육장 에어컨의 노후와 2층 전체에 냉방시설이 없는 관계로
복도에 천장매립형 에어컨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것임. 또한 2층(상담실, 교육장,
회의실, 서고, 물품보관실)을 각 부속시설별 용도에 맞는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설비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개선
하는 것임

- 2018년 12월 20일에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4)에서 강동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를 선정,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되어 통보되었음. 일정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없던 사항으로 매칭기준에 따라 구비(25%)재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여성가족과

❍ 어린이집 확충(구립어린이집 확충)(성인지예산)(p.219)사업은 22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요구되었음. 시비보조금이 연도말 교부되어 편성된 금액을 제외한
12억 4,600만원이 암사1동 신광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구비부담분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2018년 11월 5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결과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8억 4,500만원이 예상되며 국·시비로 25억 원이 지원 됨.

- 2019년 6월 하반기에 설계용역이 착수되고 2020년에 공사가 착공될 사항
으로 예산 대부분이 명시이월될 것으로 판단됨. 구비부담분을 추가경정예산
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4)“2019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환경개선 확정내시 알림”,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16073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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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아동복지과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p.223)는 정서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만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주기적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임. 서울특
별시의 사업 심의위원회5) 심의결과, 만18세가 넘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2019년 7월부터 신규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함.

- 당초 1월부터 운영하려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결과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에서 50%를 (국·시·구)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반기 기간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이 없으
므로 보완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어르신아동복지과의 취약계층아동 지원(p.224),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p.226),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p.228)은 지역아동센터 21개소 56명,
아동공동생활가정 1개소 3명, 지적장애인시설 2개소 13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자 10월분의 정액급식비(1인당 월 10만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표> 단위사업별 추가경정예산금액 산출내역
단위사업명

산출내역

금액

취약계층아동 지원

100,000원 * 10개월 * 3명

3,000,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00,000원 * 10개월 * 56명

56,000,000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100,000원 * 10개월 * 13명

13,000,000원

비고

※ 자료제공: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5)“2018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128(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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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아동복지과의 취약계층아동 지원(p.224),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p.226)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8조6)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조사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2018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이직요인 연구용역
결과7),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잦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금수준이 높다고 조사되었음.
- 관련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은 법적근거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하는 취지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p.226)사업은 상일동에 위치한 “구립함께하는지역
아동센터”를 강일동으로 이전하고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시비지원금 2억 1,075만원을 요청한 사업임
- 2018년 8월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에 담당부서가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2019년에 사업 지원이 취소되자 리모델링비를 포함한 비용 전부를
전액 자체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임.
- 2018년 5월에 상일동에 임시로 설치한 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구소유 건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임.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이직요인 연구용역 결과 보고”, 복지정책과-29846(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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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국

 생활체육과

❍ 생활체육 광장 운영(p.234) 추경안은 여름방학 수상레포츠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뚝섬유원지에 위치한 서울윈드서핑장에서
관내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및 가족 등 20명을 대상으로 8회
진행하는 것임. 지원금액은 강사와 안전요원의 인건비와 현수막 및 구급약
등의 물품구입 명목으로 1,000만원임.

- 수상레포츠 프로그램은 참가자 1인당 참가비가 15만원으로 사업목적인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과는 맞지 않다고 사료됨.
다른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국학기공, 에어로빅, 댄스스포스, 생활요가, 기체
조는 모두 무료임.

- 또한 추경예산의 목적인 부득이하거나, 긴급성 등의 사항을 봤을 때 해당
프로그램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함

 강동아트센터

❍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p.237)은 시설 노후 보완 및 기능 보강에 따라
(구) 카페테리아를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임.

- 2018년 10월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사업변경에 따라 사업규모의
증축면적이（690㎡->1,580㎡) 변경되고 2019년 정부노임단가(14.4%)가 인상됨에
따라 3억 2,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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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추경반영 예산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계

2018년

2,170,477,540

461,463,791

632,000,000

34,617,045

1,042,396,704

2019년

2,494,102,540

479,922,343

720,480,000

34,617,045

1,259,083,152

323,625,000

18,458,552

88,480,000

-

216,686,448

2018년 대비
순증감
주요사유

재료비

자재비
약 4% 상승

노무비

경비

도급액 및 자재비

2019년
건설업노임단가
약 14% 상승

※ 자료제공: 강동구청, 강동아트센터

-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4차 자문위원회에서8) 복합문화공간에 맞는
내·외부 시설 재료의 상향과 갤러리 파티션 구입을 대체하는 천장 레일
설치, 휴게공간 이용자를 위한 테이블과 전기시설 등 인테리어 보강을 요청함.
이에 따른 재설계와 함께 추가 소요금액이 발생함.

- 담당부서에서 최초에 계획한 공사사업 계획서9)의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산정되었음. 시비 18억 원과 특별교부금 4억 원 등 2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총 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계약이
진행 될 예정임.

- 관내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추진이 필요한 사항임. 다만, 기존의
사업대비 2배의 면적과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4차 자문위원회 개최결과보고”, 강동구청, 강동아트센터
-7405 (2018.12.27.)
9)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계획”, 강동구청, 강동아트센터-1343(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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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
 도시경관과

❍ 도시디자인사업 (추경예산안 p.275)
- 2019. 1월「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개정을 통해
도시경관 민간전문가 위촉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구 도시공간 전략 수립․기획․디자인 및 도시개발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84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려는 것임.
-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관리국 주무부서(주택재건축과 → 도시경관과)
변경에 따른 업무추진비 700만원 신설을 위한 것임.
- 도시경관 민간전문가 추가편성의 경우 2019년 본예산에 1,680만원(350,000원 *
1인 * 1회 * 4주 * 12월)으로 비용 추계하였으나, 민간전문가 인건비 보수
기준인 2019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10)’ 상의 기술사(건설) 요
율과 당초 주 1회 자문을 주 2회로 하여 추가 편성(367,654원 * 1인 * 2회
* 4주 * 12월) 하려는 것임.

10)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

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371,152

373,307

355,354

367,654

358,937

461,795

338,818

특급기술자

309,774

278,739

252,039

281,833

263,009

431,017

276,817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259,231
212,496

240,205
207,386

230,181
208,194

224,061
207,080

240,222
197,330

313,732
266,054

224,376
186,030

초급기술자

190,486

192,733

175,747

160,096

163,087

238,142

154,454

고급숙련기술자

223,530

221,639

183,680

198,902

177,406

207,473

201,120

중급숙련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187,789
156,169

168,105
158,516

159,697
138,096

169,477
150,170

173,426
152,245

257,404
166,486

158,079
148,627

※ 기타* :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해양수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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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도시경관 민간전문가11)는 2018. 12월 제정된「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상 민간전문가12)(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와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부분 유사하고 공공건축물 사업 추진시
도시경관과 건축 민간전문가의 상충되는 의견 및 자문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관련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더욱이 건축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는 22명을 위촉(2018. 9월)하여 검토안
건이 있을때마다 전문가 인력풀 중 분야별 인원(5명)을 통해 수시로 자문
받는 형식이며, 2019년 본예산 2,000만원(100,000원 * 5명 * 40회)으로
계상하여 운영 중임.
11) 강동구 도시경관 민간전문가(총괄기획가)
- 김경인((주)브이아이랜드 대표), 2019. 1.2. 위촉
- 근무실(근무장소) : 주 2회 화, 목, 도시경관총괄기획가실(강동구청 제2청사 2층)
- 총괄기획가 역할 : 강동구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 사업계획, 발주 등에 대한 총
괄 자문, 관련부서 협업, 업무 조율
- 자문대상 사업
․ 강동구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 주변 지역에 경관적으로 영향을 미칠 개발 사업
․ 건축·도시·조경·토목 등 다양한 전문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복합개발 사업
․ 지역의 상징공간, 거점지역 등에 추진되는 사업
․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사업(건축, 도시, 조경, 디자인 등)
․ 공공건축물, 도시, 조경, 환경, 공공디자인 사업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
- 자문추진 절차
자문요청
사업추진부서 ➜ 총괄기획가
(도시경관과)

총괄기획가 자문
⇨

자문진행
(사업추진부서)

자문결과 통보
⇨

총괄기획가 ➜ 사업추진부서
(도시경관과)

12)「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상 민간전문가
-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요사업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
제시
․ 구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 공공건축가
․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 또는 공공건축물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자문
․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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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필요성과 역할 및 기능 정립,
제도 효용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경관 민간전문가의 경우 당초 주1회에서 주2회로 자문횟수를 추가할
만큼 자문대상 공공사업이 증가한 것인지 또는 각 사업추진부서에서 자문
요청이 증가한 것인지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도시계획과

❍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경예산안 p.279)
- 국토교통부 선도사업(2017. 9월 선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천호3동 노후공
공청사 복합개발이며 공공청사(주민센터․복지관) 및 수익시설(상업․업무시
설), 행복주택(110호) 신축, 진입로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29억원(2018회계
연도 시비보조금 교부)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천호3동 주민센터 및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일대(14필지 / 대지면적 2,672㎡)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노후․불량한 공공청사13) 개발을 통해 선진 행정을 도모
하고 복지 수준 향상과 상업․업무의 복합기능 도입, 양호한 주거지 조성,
다양한 주민 편익시설 제공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더욱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고 LH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메리트가 있음.
- 다만, 사업대상지의 경우 기반시설(진입로) 개선이 필수적인 바, 향후 국토교
통부 및 서울시와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추가예산(10억원) 지원협의가 지속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일정에 부합하
는 공공임대청사 마련 및 이주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3) 천호3동 주민센터 : 1995. 1. 4. 사용승인 / 강동종합사회복지관 : 1974. 12. 13.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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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과

❍ 나루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보강 (추경예산안 p.281)
- 나루어린이공원(천호동 569-1)내 노후시설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원(2018회계연도 특별교부세 교부)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나루어린이공원은 주요 놀이 시설물들이 목재인 관계로 부식과 파손이
잦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곳으로 부분 보수보다는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며,
- 해당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천호동 지역은 공원․녹지 비율은 낮으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됨.

❍ 꿈나래, 무궁화어린이공원 정비 (추경예산안 p.282)
- 꿈나래어린이공원(고덕동 536), 무궁화어린이공원(길동 340-17)내 노후시설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5억원(2018회계연도 특별교부세 교부)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각각의 어린이공원들은 최종 정비년도가 2010년, 2011년일 정도로 사업
추진이 시급하며 공원내 주요 놀이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대부분 경과하여
파손이 잦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시 존재함에 따라 부분 보수보다는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 꿈나래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노후․불량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고덕1동 단독주택지로서 당초 2010. 12
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되어 대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
이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주민들의 뜻
으로 2017. 6월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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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꿈나래어린이공원은 정비사업 등의 민간개발을 통한 기반시설(공원)
정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공공에서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무궁화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길동지역 역시 천호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원․녹지 비율은 낮으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됨.

건설교통국
 도로과

❍ 두레근린공원 주변 도로 확장 (추경예산안 p.285)
- 동남로81길 중 묘곡초등학교에서부터 두레근린공원까지 약 200m에 대한
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2단계14))으로 이중 1단계 사업인 두레근린공원
주변(L=110m) 도로 확장에 대한 것이며, 구비 4억 5,000만원과 3억원(2018
회계연도 특별교부세 교부)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동남로81길은 폭 15m의 왕복 2차로로 고덕역방향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대기로 상습 교통정체가 이루어지는 지역임.
- 이들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고덕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완료시 사업시행자에 의한 기부채납을 통해 폭 20m(3차로)로
확장된 바 있으나,
- 두레근린공원 인접지역은 노후․불량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고덕1동 단독주택지로서 당초 2010. 12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되어 대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주민들의 뜻으로 2017.
6월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음.

14) 1단계 : 두레근린공원 주변 (L=110m) 구간 / 2단계 : 묘곡초등학교 주변 (L=90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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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도로) 확충은 더 이상 어려움에 따라 공공
예산을 투입하여 상습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확장)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치수과

❍ 구천면로 161 외 1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추경예산안 p.287)
- 관내 노후되고 배수가 불량한 하수시설물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원(2018회계연도 특별교부세 교부)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구천면로 161 외 1개소에 대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 소통
원활과 도로침하를 예방하고, 하수악취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임.
- 참고로 관내 설치되어 있는 하수암거 중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가 70% 이
상이며 이들 노후 하수암거로 인해 도로 침하, 누수, 배수 불량, 하수 악
취 등 안전사고와 주민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이들 하
수암거 및 관로 교체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동별 하수암거 현황
구

분

계
강일동
고덕동
길 동
둔촌동
명일동
상일동
성내동
암사동
천호동

계

20년 이하

20 ~ 30년

30년 이상

57
7.4
2.4
8.6
5.1
4.3
2
10.7
5.3
11.2

11.5
6.2
0.3
1
0.6
0.3
0.3
0.6
0.7
1.5

5.5
0
0.6
0.4
0.5
0.6
0.6
1.7
0.9
0.2

40
1.2
1.5
7.2
4
3.4
1.1
8.4
3.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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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사업 중 추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청사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1,600만원임.

- 이는 지난 10월에 실시한 강동구보건소 본관 및 치매안심센터, 선별진료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 중 본관 내부 벽체에서 발견된 경미한 균열을
보수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임.
다만, 용역 종합평가 결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에 의한 안전
등급이 ‘B등급(양호-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기재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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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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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
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
다)에 넘기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올린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길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
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예결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올릴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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