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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 3.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2월 28일 강남구청장, 의안번호 제77호)

나. 회의경과 : 제27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회의 : 2019. 3. 1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회의 : 2019. 3. 19.

•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총괄제안설명【부구청장】

- 국·과별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행정국, 기획재정국】

- 국·과별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복지생활국】

- 국·과별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뉴디자인국】

- 국·과별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보건소】

○ 제3차 회의 : 2019. 3. 20.

•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국·과별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 제1차 계수조정

○ 제4차 회의 : 2019. 3. 21.

•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사업에 대한 총괄 보충 설명, 보충질의, 답변



- 제2차 계수조정

- 제3차 계수조정

- 수정가결【수정안 발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부구청장 정유승)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1억 9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7천만원으로 총 198억 6천 5백만원임.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6억 3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5억 6천 5백

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명품 도시브랜드로 업그레이드하

기 위한 분야별 사업 예산으로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해 구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강남 라이프 스타일 스마트도시 조성’, ‘강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

립’, 구정의 정책연구 활성화 도모와 강남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정 연구단

운영’, ‘타운홀 미팅’ 개최, 주민 접점 행정서비스 강화와 고품질 동민원 행정 서비스 제

공을 위한 ‘동 행정 강화 추진’ 등 강남다움 디자인 사업에 28억 2천 7백만원,

전시컨벤션, 글로벌 셀러 양성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강남구 도서관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 및 ‘구립도서관 환경 개선’, 새로운 독서

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지역 어르신의 삶을 책으로 엮어 공유하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 ‘Delight 강남 Day’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39억 5천 2백만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의료용 온열기 지원 등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아이 돌봄 대기가정 증가에 따라 돌봄 지원 인원을 확대 양성

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일자리를 연계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사업’,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강남구보건소 건강자문

단 운영’ 등 보건·복지 분야 사업에 54억 7천만원,

건축공사장 환경 정비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 환경 정비 건축 도우미 운



영’, 양재천 녹지복원 및 친환경 보행로 조성을 위한 ‘강남 명품 메타세콰이어길 조성사업’,

GTX-A, C 노선, 영동대로 복합개발, 위례과천선 등을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계획 추진’ 사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

한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시 환경개선 및 안전 교통 분야 사업에 69억 4천 6백

만원을 편성함.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제출된 사업은 교통 분야 사업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편

의를 도모하고 주차관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

템 설치’, ‘도산공원내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에 6억 7천만원을 편성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진우)

q 추경 재원의 총 규모
  m 기정예산(8,748억 5,729만원) 대비 2.27% 증가된 198억 6,48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1억 9,47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7,005만 9천원임.

 【추경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계 19,864,858 0 0 629,637 19,235,221 0

일반회계 19,194,799 0 0 629,637 18,565,162 0

특별회계 670,059 0 0 0 670,059 0

q 세입·세출 예산 분야별 현황
  m 세입예산 현황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6억 2,963만 7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185억 516만 

       2천원이며,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6억 7,005만 9천원임.

  m 세출예산 현황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25건을 포함한 총 90개 사업 191억 9,479만



       9천원이며, 

     -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한 총 2개 사업 6억 7,005만

       9천원임.(노상 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도산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세입·세출 분야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사 업 예 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

계 신규사업 계속사업

계 19,865 (92건) 12,841 (60건) 4,400 (26건) 8,441 (34건) 7,024 (32건)

일반회계
19,195 (90건) 12,171 (58건) 4,330 (25건) 7,841 (33건) 7,024 (32건)

100% 63.4% 22.6% 40.8% 36.6%

특별회계 670 (2건) 670  (2건) 70  (1건) 600  (1건) -

  ❍ 조직별 현황

합계 행 정 국 기   획
재 정 국

복   지
생 활 국 뉴 디 자 인 국 도   시

환 경 국
안   전
교 통 국 보 건 소

19,865 1,688 429 2,694 4,662 1,648 5,968 2,776

(100.0%) (8.5%) (2.2%) (13.6%) (23.5%) (8.3%) (30.0%) (13.9%)

 (단위:백만원)

  ❍ 기능별(성질별) 현황 (단위:백만원)
총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 육 문화 및 관광 환 경 보 호 사 회 복 지

19,865(100.0%)

1,712 5,078 0.5 2,937 256 3,271
8.6% 25.6% 0.0% 14.8% 1.3% 16.5%

보 건 산업·중소기업·농업 수송 및 교통 지 역 개 발 기 타

187   61 778 1,456 4,129
0.9% 0.3% 3.9% 7.3% 20.8%



q 추경편성 신규사업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업내용 예산액 부서명

1 동 행정 강화 추진 17,250 주민자치과

2 구정 연구단 운영 71,750 기획예산과

3 타운홀미팅 28,500 기획예산과

4 강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167,373 뉴디자인과

5 강남라이프스타일 스마트도시 조성 322,278 뉴디자인과

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39,620 일자리정책과

7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59,823 일자리정책과

8 어르신자서전 제작지원 61,000 문화체육과

9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198,058 문화체육과

10 Delight 강남 Day 299,900 관광진흥과

11 임대사업등록 민원서류 전산화 추진 700 공동주택과

12 도시환경 정비 건축도우미 운영 77,310 건축과

13 벽면 및 옥상녹화 시범설치 228,140 환경과

14 일회용품 No, 필(必)환경 강남 만들기 22,500 환경과

15 환경전문 인력 운영 5,800 환경과

16 강남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 900,000 공원녹지과

17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계획 추진 4,910 교통행정과

18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102,500 교통행정과

19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70,059 교통행정과

20 건설관리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 10,313 건설관리과

21 도산대로55길 주변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733,000 치수과

22 탄천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 830,300 치수과

23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관리 350 위생과

24 강남(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19,500 건강증진과

25 진료기록부 보관소 설치 1,426 의약과

26 강남구보건소 건강 자문단 운영 28,000 의약과

  



q 예산편성 특징 및 검토의견
 ❍ 금번, 추경사업은 정부의 신속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한,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구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 강남 구현 등을 위해 긴급하고 필연적으로

    시행 되어야 할 사업들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편성 요구한 예산안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사고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m 상임위원회별 사업설명서 중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 감사담당관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 (사업설명서 11쪽)

- 사업내용 : 외부 감사전문위원을 활용한 감사 계획 자문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3,650 26,250 47,400 180.6%

자체재원 73,650 26,250 47,400 180.6%

- 검토의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 감사 

규칙」제10조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활용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감사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행정국

q 주민자치과

 ❍ 동 행정 강화 추진(신규) (사업설명서 15쪽)

- 사업내용 : 고품질 동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만족도 제고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7,250 0 17,250 순증

자체재원 17,250 0 17,250 순증

- 검토의견 : 동 주민센터의 행정업무의(민원업무, 환경순찰, 방문조사, 찾동 관련 업

무)기능을 강화하고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23명을 채용하여 

22개 동과 주민자치과에 1명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일괄적인 배

치보다는 동 수요와 특성에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치가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의 찾동사업에 맞추어 추진되는 만큼 공무원 정

원 외의 인건비로 연간 4억여원이 우리구 예산으로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인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품격 강남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사업설명서 17쪽)

- 사업내용 :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73,566 442,370 131,196 29.7%

시비보조금 320,000 320,000 0 0.0%

자체재원 253,566 122,370 131,196 107.2%

- 검토의견 :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주민제안사업)을 확대·시행 하고  

            삼성동 소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34평) 임차료(보증금+월임대료) 부족분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주민공모사업(주민제안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추경에 부족  

           분을 시비는 없이 구비만을 편성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임. 본예산   

           편성 2개여월 만에 다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신중하  

           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급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임. 

            다만, 우리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활성화가 미흡한 만큼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 청사 공간개선 (사업설명서 20쪽)

- 사업내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으로 신설되는 복지2팀과 방문 간호사의 

            업무공간 확보 및 주민참여 열린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개선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650,000 1,600,000 1,050,000 65.6%

시비보조금 800,000 800,000 0 0.0%

자체재원 1,850,000 800,000 1,050,000 131.3%

- 검토의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이 동

시에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

고 시비 대비 구비 예산 비중이 많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고 보여짐. 

             또한, 이 사업이 우리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의 타임스케줄에 맞추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짐.   

 이에,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동장실을 없애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기획재정국

q 기획예산과

 ❍ 구정 연구단 운영(신규) (사업설명서 25쪽)



- 사업내용 : 구정의 장기적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실시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1,750 0 71,750 순증

자체재원 71,750 0 71,750 순증

- 검토의견 : 이 사업은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맞추어 연구·개발 필요성의 증

대 및 싱크탱크 역할의 특화된 조직 신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서울연

구원과 자치구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자치구에 구정연구단을 설치하여 3

년간 인력(2명)과 예산(인건비)을 일부지원하고 우리구에서 3명(시간선

택제임기제)을 채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조직신설과 인력증원은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

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조직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광진구는 정책개발·연구를 위한 행정기구로 정책기획단

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타운홀 미팅(신규) (사업설명서 27쪽)

- 사업내용 : 지역현안 추진 및 정책의사 결정시 구민과 이해당사자 등 직접의견 수렴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8,500 0 28,500 순증

자체재원 28,500 0 28,500 순증

- 검토의견 : 타운홀 미팅 사업은 복수의 주체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써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주민들의 

관심 유발 등 실효성과 토론에 미숙한 결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같

은 후유증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동정보고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는 있다고 하겠음. 

             현재 영등포구, 광진구, 성동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설

명은 필요해 보임.



4 뉴디자인국

q 뉴디자인과

 ❍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 (사업설명서 31쪽)

- 사업내용 : 강남힐링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666,813 1,628,199 38,614 2.4%

자체재원 1,666,813 1,628,199 38,614 2.4%

- 검토의견 :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사동 564번지(대지:252.6평)에 힐링센

터를 비롯한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복합시설(4층:연면적 1,667.4

㎡)로 건립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임. 

             현재의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중복결정)을 통하여 복합시설(힐

링센터, 주차장 등)을 건립하려는 것임. 

             건축비가 약 83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1

항제2호 및 행정안전부령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

업에 해당하여 투자심사(자체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이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하고 있는 만큼 주차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강남라이프스타일 스마트도시 조성(신규) (사업설명서 33쪽)

- 사업내용 :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22,278 0 322,278 순증

자체재원 322,278 0 322,278 순증

- 검토의견 : 스마트라이프스타일도시위원회 회의수당을 편성하고 있으나「지방재



정법」제36조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1명을 채용

하려는 바, 필요성과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스마트시티 구축 종합계획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은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 제시 , 스마트도시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에 따른 중장

기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스마트도시는 대구시, 세종시, 판교, 위례 등에서는 공공자전

거, 스마트 파킹,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스마트도시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 바, 그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강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신규) (사업설명서 36쪽)

- 사업내용 : 강남구 공공디자인 기초 조사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67,373 0 167,373 순증

자체재원 167,373 0 167,373 순증

- 검토의견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용역을 발주할 수

도 있으나, 과거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구도 행정

기구로 도시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장을 공모하여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음. 

              현재도 <강남대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비롯한 많은 용역이 발주

되었으나 사후 활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채 사장되

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아닌 만큼 그 필요성과 소요예

산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q 일자리 정책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신규) (사업설명서 41쪽)

- 사업내용 :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지자체 중

심의 상향식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39,620 0 139,620 순증

국고보조금 41,820 0 41,820 순증

시비보조금 48,900 0 48,900 순증

자체재원 48,900 0 48,900 순증

- 검토의견 : 우리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신규사업에 대하여 국·

시·구비 매칭사업(30:35:35)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시컨벤션 분

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글로벌셀러 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 강남 청년

창업톤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등 주민

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필

요하다고 하겠음.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설명서 43쪽)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60,910 58,530 502,380 858.3%

시비보조금 100,000 0 100,000 순증

자체재원 460,910 58,530 402,380 687.5%

-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억원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혁신센터”를 국민연금공단(논현동) 강남사옥에 설치 및 

운영하고자 구비 4억여원을 편성한 것임. 센터 임차료(전세: 3억3천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센터장을 비상근보다는 상

근으로 하고, 사무국장 직제를 삭제하여 매니저, 직원을 보충하는 체제

로 운영하는 것이 내실있는 센터운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또한, 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신규) (사업설명서 48쪽)

- 사업내용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9,823 0 59,823 순증

자체재원 59,823 0 59,823 순증

- 검토의견 :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용역을 수립하려는 바 청

년과 관련한 기본법적 성격의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청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 것인

지,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용역결과물에 대

한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자문기관인 청년정책위원회

도 사전에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q 문화체육과

 ❍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설명서 53쪽)

- 사업내용 : 도서 및 자료의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

의 증진 등 사회문화발전에 이바지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6,467,996 5,391,066 1,076,930 20.0%

자체재원 6,467,996 5,391,066 1,076,930 20.0%

- 검토의견 : 구립도서관 26개(전자도서관 포함) 중 민간위탁 중인 도서관에 사서 16

명과 상호대차 직원 2명 신규채용과 16개소 직원 인건비를 증액하고 시

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2명을 채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도서관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에게 추경을 통하여 인력증원을 위한 인건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기존 16개소 도서관 인건비 증액사유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2명 채용에 따른 설명이 요구됨.



 ❍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설명서 58쪽)

- 사업내용 : 구립도서관 리모델링 및 개·보수, 집기 비품 구입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333,175 772,682 560,493 72.5%

자체재원 1,333,175 772,682 560,493 72.5%

- 검토의견 : 구립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논현도서관 등 리

모델링 공사비용과 각 도서관의 물품취득비가 편성되어 있는 바 각 도

서관별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어르신자서전 제작지원(신규) (사업설명서 66쪽)

- 사업내용 : 관내 거주 만65세이상 어르신 20명 자서전 제작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61,000 0 61,000 순증

자체재원 61,000 0 61,000 순증

- 검토의견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른신 20명의 자서전 제작지원과 관련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9조를 추진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미흡하다고 판

단되고 조례에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짐. 

             또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만큼 위탁의 근거와 자서전 제

작 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설명서 67쪽)

- 사업내용 : 강남문화예술단 및 대표 문화행사 운영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679,084 3,083,444 595,640 19.3%

자체재원 3,679,084 3,083,444 595,640 19.3%

- 검토의견 :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원 인건비(16명)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출

연금 5억9천6백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국악관현악단은 구립예술단체가 아니라「민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법

인인 강남문화재단 자체사업을 위한 예술단체임. 

             따라서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국악단의 운영비를 출연을 통

하여 책임질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의 위탁 또는 대행사업도 아닌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우리구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서는「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

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얻지 못해 

예산반영이 어렵다고 판단됨.

 ❍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신규) (사업설명서 70쪽)

- 사업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 조직을 육성ž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98,058 0 198,058 순증

시비보조금 7,200 0 7,200 순증

자체재원 190,858 0 190,858 순증

- 검토의견 : 2019년 강남구장애인체육회를 다시 설립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

로 보이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시

행하여야 함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지원 규모, 대상종목, 

직원인건비, 자부담에 대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지며 현재 노원구를 비롯한 서울 14개 자치구가 장애인체육회를 운영 중

에 있음. 

 또한,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

는 바 자체계획에 의한 행사인 만큼 장애인체육회도 일부부담하는 것  



 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음. 

 한편, 수서동 강남스포츠문화센터 1층 내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설

치하기 위한 공사비용 및 물품취득비가 편성된 바, 지원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q 관광진흥과

 ❍ K-POP 뮤직페스티벌 (사업설명서 79쪽)

- 사업내용 : 관내 기획사 소속 가수들과 연계하여 상시 뮤직페스티벌 개최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00,000 100,000 100,000 100.0%

자체재원 200,000 100,000 100,000 100.0%

- 검토의견 : 이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관내 기획사 소속 

가수들과 연계하여 코엑스 인근에서 상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한 바, 3개월도 지나지 않음에도 다시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인지, 행사운영에 품질을 높이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소모성 사업 예산요구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Delight 강남 Day(신규) (사업설명서 81쪽)

- 사업내용 : 강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각 동별 이야기를 발굴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99,900 0 299,900 순증

자체재원 299,900 0 299,900 순증

- 검토의견 : 2019년 9월에 세계변호사협회 서울총회가 코엑스에서 개최됨에 따라 

강남을 널리 알리고자 퍼레이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일 행사를 위하여 3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 (사업설명서 84쪽)

- 사업내용 : 강남트롤리버스의 디자인을 강남이미지와 어울리게 밝고 세련된 분위

기로 업그레이드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29,210 87,210 42,000 48.2%

자체재원 129,210 87,210 42,000 48.2%

- 검토의견 : 강남트롤리버스 2대의 외부디자인 개선비용으로 편성한 예산임. 

          추진근거로「관광진흥법」제76조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

례」제6조, 제7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원근거가 미흡하고, 우리구가 

법적으로 관리권한이 없으며 우리구의 수탁사업자도 아닌 버스회사에 디

자인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실효성 있

는 지원방법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5 보건소

q 보건행정과

 ❍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사업설명서 89쪽)

- 사업내용 : 강남구 보건소 기능유지를 위한 유․무형 자산관리 및 민원행정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339,683 1,289,633 50,050 3.9%

자체재원 1,339,683 1,289,633 50,050 3.9%

- 검토의견 : 찾동 간호직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등에 따른 대민활동비 증

액분과 소방시설 점검결과 화재통보 비상방송 장비 불량으로 확인되었는 

바, 소방방송장비(2001년 설치)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으로 보임.  

 ❍ 건강도시사업 추진 (사업설명서 91쪽)

- 사업내용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참여 등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86,879 33,918 52,961 159.1%

자체재원 86,879 33,918 52,961 159.1%

- 검토의견 :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

강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보이나, 과업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현황파악, 건강도시 비전제시나 사례 제시 등으로 특별히 용역

을 통하여 새로운 내용을 도출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여짐. 

          보건소는 과거 건강도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거나 금연사업 등을 추

진해 왔으나, 건강도시사업이 한 부서의 노력보다는 다른 부서와 연계

하거나 관련된 사업이 많아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파

악하기는 어렵다 보여짐. 

          또한,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해 보임.

q 위생과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관리(신규) (사업설명서 95쪽)

- 사업내용 : 보험 내용을 안내하고 미가입 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50 0 350 순증

자체재원 350 0 350 순증

- 검토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법」2017년 개정되어 식품접객업소 일정규모(100㎡) 이

상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나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과태료

를 부과하고 있음. 

           다른 자치구와 달리 우리구는 관리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아 행정처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음. 

             따라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을 채용하여 일부업무를 분

담하려는 것으로,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

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q 보건과

 ❍ 치매관리 (사업설명서 99쪽)

- 사업내용 : 치매안심센터 내 환자쉼터 및 환자 가족카페 확대 운영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271,313 1,241,313 30,000 2.4%

기금보조금 484,004 484,004 0 0.0%

시비보조금 249,338 249,338 0 0.0%

자체재원 537,971 507,971 30,000 5.9%

- 검토의견 : 장기요양서비스 받기 전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증상악화 방지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며, 

다른 치매환자 및 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기존 치매안심

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환자쉼터 및 가족까페를 설치하는 사업임.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5%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통계가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국가치매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짐. 

              다만, 사무가구용품(서랍장 등) 등을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가     

아닌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과목 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q 건강증진과

 ❍ 강남(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신규) (사업설명서 103쪽)

- 사업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9,500 0 19,500 순증
자체재원 19,500 0 19,500 순증

- 검토의견 : 우리구가 출산가정 가정방문을 통하여 산모, 영유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방문 사업의 경력이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

원 3명(다급)을 신규채용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사업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q 의약과

 ❍ 진료기록부 보관소 설치(신규) (사업설명서 107쪽)

- 사업내용 : 진료기록부 보관소 설치, 진료기록부 관리 및 교부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426 0 1,426 순증

자체재원 1,426 0 1,426 순증

- 검토의견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1명을 채용하려는 것임. 

            의료기관 폐업시 발생하는 진료기록부 보관이 디지털화되는 부분이 있

지만 일반 문서로 보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진료기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병

원, 의원 관리업무도 병행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려는 것으로 보임. 

 ❍ 강남구보건소 건강자문단 운영(신규) (사업설명서 109쪽)

- 사업내용 : 의료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의료상담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8,000 0 28,000 순증

자체재원 28,000 0 28,000 순증

- 검토의견 : 대학교수 출신의 원로 의료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에게 의료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려는 바,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근거가 없고 의사

가 진료를 하지 않는 상담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보건소에 

진료를 하는 전담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의사가 주민을 상대

로 진료가 아닌 상담을 하는 것은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보여짐.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Ⅰ. 일반회계

1 복지생활국

q 복지정책과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사업설명서 115쪽)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의 집(2,000여가구) 가가호호 방문하여 명패 부착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706,617 3,671,304 35,313 1.0%

자체재원 3,706,617 3,671,304 35,313 1.0%

- 검토의견 : 「국가유공자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의 공포예정에 따라 국가보훈

처와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리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5명)하는 사항으로, 명패 부착 대상자 현황(전체 대상자, 유공자별 대

상자 등)의 설명과 부착에 대한 구체적(부착안내, 부착순위 등)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푸드뱅크/마켓 운영 (사업설명서 116쪽)

- 사업내용 :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주민에게 무상으로 배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35,759 487,127 48,632 9.9%

시비보조금 72,645 72,645 0 0.0%

자체재원 463,114 414,482 48,632 11.7%

- 검토의견 : 푸드마켓이용자 증가 등으로 전문 운전직을 충원(2명)하고자 하는 사

항으로 그 동안의 운영방법 설명 필요. 

              또한, 그간(지난 3년간) 이용자 및 물품 증가 추이 등과 연계한 추경편

성 필요성의 설명 필요. 



   ※ 인력운영비 (예산안 168쪽)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1명)관련 업무내용 및 필요성 설명 필요

q 사회복지과

 ❍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사업설명서 121쪽)

- 사업내용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를 확대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11,270 24,803 86,467 348.6%

국고보조금 7,441 7,441 0 0.0%

시비보조금 8,681 8,681 0 0.0%

자체재원 95,148 8,681 86,467 1,096%

- 검토의견 : 국시비보조사업이나 금회 자체재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확대(2명→12

명)하는 사업으로, 현 운영현황(시설별 인력배치 및 활동내용 등) 및 향

후 운영계획(시설별 인력배치 및 활동내용 등)의 설명 필요 

 
q 어르신복지과

 ❍ 경로당 운영 (사업설명서 125쪽)

- 사업내용 : 경로당에 의료용 온열기, 운동기구와 양곡비, 냉방비를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388,296 1,857,334 530,962 28.6%

국고보조금 13,588 4,509 9,079 201.4%

시비보조금 229,288 204,775 24,513 12.0%

자체재원 2,145,420 1,648,050 497,370 30.2%

- 검토의견 : 자체재원으로 경로당에 운동기구 지원(165개소) 및 의료용 온열기 지

원(203개소)을 편성한 바, 물품선정사유(설문조사 여부) 및 물품지원방

법(경로당의 회원별, 면적별 기준 설정 여부)등의 설명 필요



 ❍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127쪽)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등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015,292 952,532 62,760 6.6%

시비보조금 76,388 76,388 0 0.0%

자체재원 938,904 876,144 62,760 7.2%

- 검토의견 : 본예산에 환경개선사업비(110,000천원)가 편성된 바 이와 연계한 설명이 필

요하며, 석면함유 유해성 물질 검출의 구체적(검출경위, 검출내용 등)설명 

필요. 아울러, 구소유(관리) 전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석면함유 검출계획 

여부 등의 설명 필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설명서 129쪽)

- 사업내용 : 사회활동 참여 어르신 인건비,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8,976,376 8,905,677 70,699 0.7%

국고보조금 2,393,395 2,393,395 0 0.0%

시비보조금 2,792,293 2,792,293 0 0.0%

자체재원 3,790,688 3,719,989 70,699 1.9%

- 검토의견 : 시니어생활영어지도사 양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양성기관, 양

성교육인원, 양성교육 후 지도사 활동방법 및 활동내용 등) 설명 필요

q 보육지원과

 ❍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설명서 133쪽)

- 사업내용 : 영아반 운영비 추가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2,199,365 10,634,308 1,565,057 14.7%

시비보조금 3,771,890 3,771,890 0 0.0%

자체재원 8,427,475 6,862,418 1,565,057 22.8%

- 검토의견 : 본예산에 2세반 지원(116개반×12월=528,960천원) 및 영아반특성화사업비

(391,943천원)가 편성되었으나 금회 변경(확대) 지원하는 바, 사유 설명 필요. 

             또한, 민간어린이집 현황(민간어린이집 수, 지난 3년간 폐지 민간 어린이집 수) 및 

입소대기자 현황(입소대기자 수, 지난 3년간 입소대기자 추이)의 설명과 

어린이집별 0~2세반 운영 현황 설명 필요

 ❍ 아이돌봄 지원 (사업설명서 135쪽)

- 사업내용 : 시간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416,432 2,227,437 188,995 8.4%

국비보조금 628,631 628,631 0 0.0%

시비보조금 733,403 733,403 0 0.0%

자체재원 1,054,398 865,403 188,995 21.8%

- 검토의견 : 본예산에 국시비보조사업(2,227,43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자체재

원으로만 아이돌보미 확대(10명) 운영을 요구한 바, 그간의 서비스 제공 

실적 및 서비스 제공 대기자 현황(현 대기자 수, 지난 3년간 대기자 

증가 추이) 현황과 연계 설명 필요. 

             또한, 현 아이돌보미 인력(전담직원, 시간제, 종일제 운영 등)현황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설명도 필요

q 여성가족과

 ❍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사업설명서 141쪽)



-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진행 등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67,589 532,249 35,340 6.7%

자체재원 567,589 532,249 35,340 6.7%

- 검토의견 : 본예산에 편성된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던 바, 금

회 추가 사유 설명 필요.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의 구체적(목적, 

양성대상, 과정, 자격증 취득여부, 활용방안, 자부담 여부 등)설명 필요. 

   ※ 인력운영비  (예산안 184쪽)

    - 본예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예산(48,600천원)을 편성하고 금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라급)을 충원(1명)하는 바, 업무내용, 필요성 및 사유 설명 필요.

      또한, 그간의 사업 추진현황 설명 필요

2 도시환경국

q 공동주택과

 ❍ 임대사업등록 민원서류 전산화 추진(신규) (사업설명서 145쪽) 

   ※ 인력운영비  (예산안 227쪽) 

- 사업내용 : 임대주택 등록관련 서류 전산화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00 0 700 순증

자체재원 700 0 700 순증

- 검토의견 : 그간의 임대사업 등록 처리 현황과 연계하여 전산화 필요성에 대한 설명 필요. 시

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 충원(2명)에 대한 업무내용, 필요성 설명 필요. 

q 도시계획과

 ❍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용역 (사업설명서 149쪽)

- 사업내용 : 특색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검토 등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22,000 22,000 300,000 1,364%

자체재원 322,000 22,000 300,000 1,364%

- 검토의견 : 본예산에 연구개발비(22,000천원)를 편성하였고, 금회에 대폭 증액(300,000천

원)요구한 바, 그간의 추진경위, 지역 주민 및 주변 상인과의 간담회 여부 및 내용(주민의

견)의 설명 필요. 

              또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의 구역별 내용 설명과, 금회에 추

가 요구된 예산과 관련하여 용역의 목적, 주요 내용, 방법, 효과 등의 설명과 용역비 산출 

내역 설명도 필요함. 아울러, 용역 산출물의 활용방안, 향후 추진계획(일정, 절차 등) 등에 

대한 전반적 설명 필요. 

q 건축과

 ❍ 도시환경 정비 건축도우미 운영(신규) (사업설명서 153쪽) 

- 사업내용 : 건축공사장 환경 및 건축후퇴선 순찰·정비 등을 위한‘건축지도원’

            서비스 제도를 시행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7,310 0 77,310 순증

자체재원 77,310 0 77,310 순증

- 검토의견 : 「건축법」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채용하여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이나, 그간 관련 사업 추진 내역 등과 연계한 인력 투입 사유 설명 필요. 또한, 「건축법 시행

령」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건축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해당조례가 미제정 되었고「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자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간제근로자 확보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의 검토 필요

q 환경과

 ❍ 벽면 및 옥상녹화 시범설치(신규) (사업설명서 157쪽)



- 사업내용 : 벽면녹화 설치[도시관리공단(삼성동 66) 벽면]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28,140 0 228,140 순증

자체재원 228,140 0 228,140 순증

- 검토의견 : 도시관리공단 건물 벽면 녹화 사업으로 구소유 전체 시설 중 우선 선정한 사

유, 선정 기준 등의 설명과 향후 구 전체 시설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 필요. 

             또한, 벽면녹화 형태, 설치기간, 관리 방안(관리비, 동절기 관리 등)등의 설

명과 산출내역 상세 설명 필요.

 ❍ 일회용품 No, 필(必)환경 강남 만들기(신규) (사업설명서 159쪽)

- 사업내용 : 강남구 소속 직원들에게 손수건 및 머그컵 증정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2,500 0 22,500 순증

자체재원 22,500 0 22,500 순증

- 검토의견 : 사업 추진 사유, 필요성, 효과 등 검토 필요

 ❍ 환경전문인력 운영(신규) (사업설명서 161쪽)

     ※ 인력운영비 (예산안 244쪽)

- 사업내용 : 환경 업무를 처리할 전문 인력을 확보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800 0 5,800 순증

자체재원 5,800 0 5,800 순증

- 검토의견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다급2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각의 업

무내용, 필요성 및 사유 설명 필요. 



q 공원녹지과

 ❍ 강남 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신규) (사업설명서 165쪽)

- 사업내용 : 보도부분 녹지조성, 녹지부분 친환경 보행로 조성 등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900,000 0 900,000 순증

구비 900,000 0 900,000 순증

- 검토의견 : 양재천로 메타세쿼이아길 현황(총연장, 현 상태 등) 설명과 금회 편성 요구한 구

간에 대한 현황(구간연장, 현 상태, 구간 선정사유, 주민의연 수렴여부, 조성방

안 등)설명 필요. 

             또한, 향후, 연차별조성 계획 설명 필요. 아울러, 상세 산출내역 설명과 함께 

편의시설(56,000천원) 설치 위치 및 필요성 설명

3 안전교통국

q 재난안전과

 ❍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예산안 251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금 적립으로 본예산에도 편성된 바,

 추가 편성 요구 사유 설명 필요 

q 교통행정과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계획 추진 (사업설명서 169)

    ※ 인력운영비 (예산안 255, 256쪽)

- 사업내용 : 교통전문가를 신규로 채용하여 교통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업무 수행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910 0 4,910 순증

자체재원 4,910 0 4,910 순증



- 검토의견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3명, 라급1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으

로 각각의 업무내용, 필요성 및 사유 설명 필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신규) (사업설명서 171쪽)

- 사업내용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를 통한 교통안전 증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02,500 0 102,500 순증

자체재원 102,500 0 102,500 순증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운전면허 소지자 대비 선불 교통카드 지급예정자(1000명)에 대

한 설명 필요. 

             향후 추진일정 및 신청자 증가시 해결방안 등의 설명 필요.

q 건설관리과

 ❍ 건설관리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신규) (사업설명서 175쪽) 

    ※ 인력운영비 (예산안 259쪽)

- 사업내용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민원업무 처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0,313 0 10,313 순증

자체재원 10,313 0 10,313 순증

- 검토의견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을 충원(3명)하는 바, 그간의‘건설관리등

록’,‘가로정비처리’등 분야별 처리 실적추이와 연계한 각각의 업무

내용, 필요성 및 사유 설명 필요. 

             또한 관련 용역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바, 연계 설명 필요

q 치수과

 ❍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설명서 179쪽)



- 사업내용 : 수방전기시설물, 하천보안등 유지관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300,100 741,700 558,400 75.3%

자체재원 1,300,100 741,700 558,400 75.3%

- 검토의견 : 본예산에 하천 보안등 신설공사(120등)를 편성하고 금회에 신설공사

(140등)를 편성 요구한 바,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현 하천 보안등 설치 

현황 및 설치 기준 설명 필요

 ❍ 하수관로 수위계·강우량계 교체 및 설치 (사업설명서 181쪽)

- 사업내용 : 노후 하수관로 수위계·강우량계를 교체하고 추가 설치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40,000 179,000 61,000 34.1%

자체재원 240,000 179,000 61,000 34.1%

- 검토의견 : 본예산에 강우량계(14개소) 교체 및 신설 예산을 편성하고 금회에 강우

량계(3개소) 신설을 편성 요구하고, 단가를 증액(1,000,000원)한 바, 본 예

산 집행실적과 연계한 사유 설명 필요. 

            또한 강우량계 설치 현황 및 설치 기준 설명이 필요.

 ❍ 도산대로55길 주변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신규) (사업설명서 183쪽)

- 사업내용 : 하수시설물 응급보수 및 유지관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33,000 0 733,000 순증

자체재원 733,000 0 733,000 순증

- 검토의견 : 위치 및 물량, 선정사유 등의 설명 필요.



 ❍ 탄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신규) (사업설명서 186쪽)

- 사업내용 : 탄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포장 정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830,300 0 830,300 순증

자체재원 830,300 0 830,300 순증

- 검토의견 : 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현황과 연계 설명이 필요하며, 본 

구간 선정 사유 설명 필요.

또한 상세 산출내역 설명도 필요

Ⅱ. 특별회계

1 안전교통국

q 교통행정과

 ❍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설명서 193쪽)

- 사업내용 : 노상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

라 사업계획을 변경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269,150 669,150 600,000 89.7%

자체재원 1,269,150 669,150 600,000 89.7%

- 검토의견 : 본예산에도 무인관리시스템 사업(압구정로 29길 117면)이 편성된 바, 

그간의 추진 현황과 연계 설명 필요하며 또한, 금회 편성 요구한 노상주

차장의 선정사유 설명 및 향후 연도별 무인주차장 설치 계획 설명도 필요

             아울러, 무인관리시스템 설치의 구체적[목적, 예산(인력감소)절감, 운영 관

리 형태, 운영 소요비용, 효과 등] 설명과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 설명

이 필요하며 덧붙여, 시설비(401-01)내 노상주차장(주차구획, 차선 등)의 



             예산(35,000천원)이 편성요구 된 바, 신규 사업 대상지 현황, 주민의견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사항, 신규 주차장 설치 과정 등의 설명 필요. 

             또한, 본예산에 노상번호판인식기(평행주차방식)의 산출내역이 본예산과 

              차이가 있는 바(3,450,000원→6,500,000원) 주차방식에 따른 설명이 필요

 ❍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신규) (사업설명서 196쪽)

- 사업내용 : 도산공원지하에 주차장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0,059 0 70,059 순증

자체재원 70,059 0 70,059 순증

- 검토의견 :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으로 그 

간의 추진경위(주민의견, 관련부서 협의 여부 등) 및 향후계획과 절차(도

시계획변경, 도시공원심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 필요. 

             또한 건축규모, 건축면적, 주차대수, 총 건축비, 건축기간 등에 대한 설

명 필요.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2019년~2023년)의 수립 여부에 대한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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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시  : 2019. 2. 28.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합니다.

2. 주요골자

□ 총규모 ------------------------------------------------------------------------- 894,722,145천원
(증 19,864,858천원)

○ 일반회계 ------------------------------------------------------------------ 857,408,078천원
(증 19,194,799천원)

▶ 세  입

가. 기정예산 ------------------------------- 838,213,279천원

나. 추경예산 ------------------------------- 19,194,799천원

▶ 세  출

가. 기정예산 ------------------------------- 838,213,279천원

나. 추경예산 ------------------------------- 19,194,799천원

○ 특별회계 ------------------------------------------------------------------ 37,314,067천원

(증 670,059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36,315,272천원

(증 670,059천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998,795천원

(추  경  없  음)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4. 따로붙임 :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