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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2. 2 양천구청장
2. 회부일자 : 2019. 12.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3. 상정일자 :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상정 (2019. 12. 13)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제안설명(기획재정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 답변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상정 (2019. 12. 16)
○ 질의 ‧ 답변 (기획재정국, 보건소, 주민복지국)
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상정 (2019. 12. 17)
○ 질의 ‧ 답변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상정 (2019. 12. 24)
○ 계수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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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요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세입규모
(단위 : 천원)

분

합

계

707,339,020

684,946,817

22,392,203

3.27%증

지방세수입

92,421,313

92,421,313

0

0.00%

세외수입

53,736,684

53,736,684

0

0.00%

지방교부세

13,550,330

13,550,330

0

0.00%

조정교부금등

170,076,790

148,992,206

21,084,584

14.15%증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70,076,790

148,992,206

21,084,584

14.15%증

자치구조정교부금

168,316,765

147,232,181

21,084,584

14.32%증

1,760,025

1,760,025

0

0.00%

321,026,316

321,026,316

0

0.00%

56,527,587

55,219,968

1,307,619

2.37%증

자치구기타재원
조정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구

금액

비율(%)

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 산 액

기 정 액

금액

증 감

비율(%)

1,308,296

1,304,338

3,958

0.30%증

14,658

21,700

△7,042

△32.45%감

1,293,638

1,282,638

11,000

0.86%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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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비비
기타

기 정 액

증 감
금액

비율(%)

8,035,235

6,727,616

1,307,619

19.44%증

150,628,372

129,543,788

21,084,584

16.28%증

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사회복지

1,308,296

기 정 액
1,304,338

증 감
금액
3,958

비율(%)
0.30%증

□ 명시이월 규모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회계 ( 32개 사업)

예산액
29,139,977

구정연구단 운영

이월액

담당부서

19,925,903

28,000

13,080 혁신도시기획실

도시재생사업(신월3동 활성화사업)

664,400

39,054 혁신도시기획실

도시재생사업(목4동 골목길재생사업)

200,000

200,000 혁신도시기획실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 공동체 구축

626,199

387,399

교육지원과

33,801

30,983

교육지원과

562,000

536,800

교육지원과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목동운동장 연계 스포츠테마파크 유치 위한
기본구상용역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감지시설 설치 지원

1,000,000

985,796

문화체육과

22,000

22,000

문화체육과

175,424

175,424

일자리경제과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5,704,000

192,510

일자리경제과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

3,383,000

2,969,883

일자리경제과

인력운영비(미래교육공동체구축)
목공예체험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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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영시장 아케이드 교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CCTV 자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데이케어센터 장비구입)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화재취약 구립어린이집 외장재 교체)
어린이집 확충(국공립)
아이맘카페 운영
(신월5동 마더센터 설치·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
(신월5동 마더센터 설치·운영)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공동주택 건설관리
(수정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양천공원)
파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사업

예산액

이월액

담당부서

561,000

549,133

일자리경제과

172,000

23,100

일자리경제과

500,000

500,000

홍보전산과

3,431,253

2,605,432

복지정책과

100,000

100,000 어르신장애인과

922,820

421,126

여성가족과

300,000

190,000

출산보육과

570,000

570,000

출산보육과

219,000

109,000

출산보육과

50,000

50,000

출산보육과

20,000

20,000

청소행정과

20,000

20,000

청소행정과

18,880

18,880

주택과

50,000

50,000

주택과

5,757,200

5,308,808

공원녹지과

250,000

249,056

공원녹지과

2,000,000

1,889,893

공원녹지과

700,000

656,000

공원녹지과

1,052,000

1,003,060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

20,000

20,000

지역보건과

백세 건강돌봄사업

27,000

19,486

지역보건과

넘은들근린공원 정비사업
1동 1창의놀이터 조성
신정동 차량기지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도로과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주차장 특별회계 (1개사업)
주차장 건설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예산액

이월액

2,175,000

2,175,000

2,175,000

2,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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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지도과

□ 2019년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 규모
가. 수입계획변경
(단위 : 천원)
수입액

기정액

90,340,159

69,255,575

21,084,584 30.44%증

89,566,051

68,481,467

21,084,584 30.79%증

내부거래

26,084,584

5,000,000

21,084,584 421.69%증

전입금

26,084,584

5,000,000

21,084,584 421.69%증

기타회계전입금

26,084,584

5,000,000

21,084,584 421.69%증

일반회계전입금

21,084,584

0

과 목
합

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증감액

21,084,584

증감율(%)

순증

나. 지출계획변경
(단위 : 천원)
당초금액

변경금액

90,340,159

69,255,575

21,084,584

30.44%증

기획예산과

90,340,159

69,255,575

21,084,584

30.44%증

재무활동

55,266,899

34,182,315

21,084,584

61.68%증

55,266,899

34,182,315

21,084,584

61.68%증

55,266,899

34,182,315

21,084,584

61.68%증

55,266,899

34,182,315

21,084,584

61.68%증

예치금

55,266,899

34,182,315

21,084,584

61.68%증

다음연도이월금

21,084,584

-

21,084,584

순증

과 목
합

계

보전지출
공공청사건립기금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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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액

증감율(%)

Ⅲ. 제안설명 요지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 예산규모 : 754,936,449천원
(기정예산 대비 22,396,161천원 증가)
○ 세

입 : 22,392,203천원 증가

-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21,084,584천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 전입금 1,307,619천원
○ 세출 편성 사항
- 공공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1,084,584천원 (기획예산과 소관)
- 예비비 1,307,619천원

□ 2019년도 명시이월예산
○ 사

유 :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이월대상 사업 : 총 33개 사업 22,100,903천원
- 일반회계 32개 사업 19,925,903천원
- 특별회계

1개 사업 2,175,000천원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공공청사건립기금 : 90,340,159천원
(당초 조성액 대비 21,084,584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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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동석)
가. 총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7,549억 3,644만 9천원

(223억 9,616만 1천원 증가)
- 일반회계 7,073억 3,902만원, 특별회계 475억 9,742만 9천원
명시이월 사업 : 총 33개 사업 221억 90만 3천원

- 일반회계(32개 사업) 199억 2,590만 3천원, 특별회계(1개 사업) 21억 7,500만원

나.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검토
(단위 : 천원)
분

합

계

707,339,020

684,946,817

22,392,203

3.27%증

지방세수입

92,421,313

92,421,313

0

0

세외수입

53,736,684

53,736,684

0

0

지방교부세

13,550,330

13,550,330

0

0

조정교부금등

170,076,790

148,992,206

21,084,584

14.15%증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70,076,790

148,992,206

21,084,584

14.15%증

자치구조정교부금

168,316,765

147,232,181

21,084,584

14.32%증

1,760,025

1,760,025

0

0

321,026,316

321,026,316

0

0

56,527,587

55,219,968

1,307,619

2.37%증

자치구기타재원
조정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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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비율(%)

○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결산 결과, 2019년도 우리구
조정교부금은 210억 8,458만 4천원으로 계상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으로 편성되고,
○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전입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75회 양천
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12.06.)에서 가결됨에 따라 특
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13억 761만 9천원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입함.

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검토
구

분
총

계

예 산 액

기 정 액

(단위 : 천원)
증 감
금액
비율(%)

1,308,296

1,304,338

3,958

0.30%증

14,658

21,700

△7,042

△32.45%

14,658

21,700

△7,042

△32.45%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74

20,000

△6,826

△34.13%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84

1,700

△216

△12.71%

1,293,638

1,282,638

11,000

0.86%

1,242,638

1,242,638

0

0.00%

1,242,638

1,242,638

0

0.00%

51,000

40,000

11,000

27.50%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
례안」이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12.06.)
에서 가결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7만 4천원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48만 4천원 등 이자수입
1,465만 8천원이 편성된 바, 당초 예산액보다 △704만 2천원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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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중도상환 등의 이유로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은 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95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829만 6천원이 편성됨.

라.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
○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19년도 제2회 추
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210억 8,458만 4천원을 확보
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공공청사건립기금 적립금으로 전액 예치함.

마.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안 검토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32개)은 사업비 199억 2,590만 3천원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3건에 2억 5,213만 4천원이 연도 내 집행이 불
가하여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구정연구단 운영은 2019년 5월부터 혁신도시기획실에서 설치·운영
중인 “구정연구단”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2명)에 대
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이 연구과제 수행기간(2019.10월~2020.4월)이 종
료되지 않아 시비로 교부된 연구과제비 2,800만원 중 1,308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총 2
건(양천구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연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
업을 위한 저층주거지 개발방향연구)임. 구정연구단은 자치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구과제 발굴 및 효과적인 구정연구 지원을 위해 당초 4
명(서울시 지원2명, 자치구 채용2명)의 연구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
나, 현재 연구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정책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신월3동 활성화사업)은 6억 6,440만원 중 3,905만 4천원

- 9 -

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양천구 신월3동 158~194번지
일대(100,800㎡)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5년간(2019

년~2023년)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도시지원센터
및 주민거점 공간 운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공동체 활
성화 지원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비 6억원을 교부받고 구비 6,600
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설계내용에 대한 결과를 10월에 통보
함에 따라 11월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사무
관리비 3,111만원과 공공운영비 294만 4천원, 시설비 500만원을 다
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목4동 중앙본로1길 일대(총 연장 약 1,000m)
의 낙후된 골목길 환경개선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으로 총 사업비 11억원(시비 10억원, 구비 1억원) 중 설계용역비 2
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보조금이 2019년 11월 교
부되어 설계용역 시행을 위한 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가 연도내 완료
가 불가능함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임.
○ 교육지원과 소관 3개 사업의 9억 5,518만 2천원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 공동체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
로 대비하는 “스마트양천 미래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이
마을의 품 안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협업하는 인재로 자라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2,619만 9천원 중 2억
3,880만원을 지출하고 3억 8,739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양천구 평생학습관 2층에 설치된 미래교육센터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
거나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미래교육센터 관리·운영
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3,500만원 중 3,150만원을 명

시이월하고, 미래교육센터에서 소속된 마을강사 17명에 대한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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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 7,132만 4천원 중 1,632만 4천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미래교육센터에 소속된 마을강사 17명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5,000만원 중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
려는 것임.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연간 4개 학교를 선정하여 작
업공간을 조성한 후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
육기관에대한보조금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명시이월하
고, 기자제구입비 1억 8,000만원 중 1,5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총사
업비는 10억원으로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
• 인력운영비(미래교육공동체구축)는 미래교육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임기제 1명(마급)의 인건비 3,380만 1천원 중 3,098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미래교육센터 관련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9
년 7월 26일 교부되어 2020년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임.
• 목공예체험장 운영 사업비 5억 3,68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은 신정
3동에 조성할 예정인 신정·신월 목공방 운영비로 2019년 10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2019년 11월 설계를 실시하였으나 2020년 2
월 설계완료 후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
비 및 기자재 구입비 5억 8,68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과 소관 10억 779만 6천원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
시이월하려는 것으로 2개 사업이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은 9억 8,579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2019년 11월 6일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지하안정영향
평가가 2020년 2월까지 진행되어 2020년 3월 착공예정을 위해 확보된
공사비 9억 8,579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임.
본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163-8일대(대지면적 1,570.99㎡)에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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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시실, 아트홀, 다목적체육실, 카페, 문화원시설(사무실, 프로그램
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 공사비 195억 3,000만원(국비 2,491백만
원/공공청사기금 17,039백만원)으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임.
• 목동운동장 연계 스포츠테마파크 유치 위한 기본구상용역은 목동운동장
리모델링 및 복합개발을 통한 건강·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2030 서울생활권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2019년 지역생활권(목동2) 실행계획 수립”이 선정되면 서울
시의 “목동 유수지 및 종합운동장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를 전액 명시이월하려는 것임.
○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로 5개 사업에 39억 1,005만원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려는 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감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1억 7,542만 4천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바, 신영시장과 목사랑시장을 대상으로 화
재알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중기청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2019년 9
월 교부되었으나, 12월까지 양천소방서와 소방규정에 맞춰 사전협의
를 완료한 후 2020년 1월 중 발주할 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
함에 따라 시설비 1억 7,542만 4천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본 사업은
국비 1억 136만원, 시비 2,606만 4천원, 구비 4,800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전통시장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신월2동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업비 58억 400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 11월 27일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 설계를 실시하였으나, 공사발주일이 2020년 1
월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조성공사비 1억 8,751만원과 시설
부대비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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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은 목3동 614-3번지에 지
하2층~지상4층의 공동주차장과 공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
업비 190억원을 확보(국비 5,926,000천원, 시비 2,226,00천원, 구비
7,573,000천원, 기타 4,175,000천원)하여 2019년 11월 5일 기존건물
을 철거완료 하였으며, 2020년 3월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진행 중으
로 2020년 3월 착공을 위해 시설비 29억 1,488만 3천원과 감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신영시장 아케이드 교체)은 신영
시장(월정로 161-5 일대)에 기설치된 아케이드 보강 사업으로 지붕
및 갤러리창 교체 등을 위해 사업비 9억 6,100만원(국비 561,000천
원, 특교세 400,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2019년 11월 설계 완료 후
공개경쟁입찰(2019.11월)을 완료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복합형
식으로 진행예정인 사업은 2020년 1월 착공예정으로 공사비(국비) 5
억 4,913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 점포 육성 사업은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19
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3개 점포를 선정하여 임차료, 리모델링비
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600만원과 구비 1억 6,100만원
으로 구성되며, 2019년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청년점포 3개소의 임
대차계약 기간만료 미도래로 매월 지급하고 있는 월 임차금의 잔여
지원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임.
○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로 1개 사업, 5억원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
하여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은 신월3동과 신월5동, 신정4동의 CCTV
193개소를 대상으로 CCTV자가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특별교
부세 5억원을 교부(2019년 10월) 받았으나, 설계를 위해 현장조사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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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실시하여 연도 내 입찰 및 공사 완료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전액
명시이월 하려는 것임.
○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로 1개 사업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26억 543만 2천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2016년
10월 착공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연면적 4,836.7㎡, 지상4층/지하3층)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신축 공사기간은
2020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 바, 2020년에 집행예정인 사업비를 이월
하고자 하는 것에 기인함.
○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로 1개 사업,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
업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현재 공사 중인 신정종합사회복
지관 내 설치예정인 데이케어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예산
임. 본 예산은 전액 시비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된 후에 집행
가능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1개 사업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으로 4억
2,112만 6천원을 명시이월함. 본 예산은 제1회 추경시 반영된 것으로
당초 2019년 내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면적 456.18㎡, 목동남로
106-23)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19년 10월)
및 제한경쟁입찰 1회 유찰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 2019년 12월 6일,
실내놀이터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중 내부철거 완료 후
2020년 1월 중 실내놀이터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인 바, 2020년 집
행예정인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운영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것에 기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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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출산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건(9억 1,900만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은 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2019년 9월,
서울시로부터

구립다솜어린이집(규모

453㎡,

목동중앙남로3가길

115) 등의 화재 취약시설 외장재 교체 공사 및 리모델링에 따른 물
품구입 비용으로 3억원을 특별교부 받았음. 같은 해 10월 29일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0년 1월 설계 완료, 2020년 2월 공사를 발
주할 예정임에 따라 2019년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를 이월한 것임.
• 어린이집 확충(국공립)은 5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가칭)구립
아이파크어린이집 3개소(신월6동)를 확충할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공동주택 준공이 2020년 3월 예정으로 2019년 집행이 불가한 어린
이집 조성비를 이월함.(국비1억8,000만원/시비3억9,000만원)
• 아이맘카페 운영은 1억 9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신월5동 주민센터
6층에 아이맘카페(마더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월5동 주민센터 증축공사가 2019년 11월 18일에 착공되어 2020년
3월 준공예정으로 2019년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이월한 것에 기
인함.
•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5,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신월5동 주민센터
6층에 아이맘카페와 함께 설치·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이
맘카페와 같은 사유로 2019년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임.
〇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4,000만원)이며, 명시이월 내역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2,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2019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보조금 1,000만원이 교부되어 제1회 추
가경정예산 심사시 구비 1,000만을 매칭 편성하여 진행 중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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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상자 선정을 위해 2019년 8월 5일부터 30일간 모집공고 실시,
2019년 9월 9일부터 30일간 2차 모집 공고까지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2020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는 2,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2019년 11월 1
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환경미화원 노후 휴게실(17.99㎡, 신월1동
221-22)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이 특별교부되었음. 동절기 공사 불
가 등 2019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임.
〇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6,888만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동주택 건설관리는 1,888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신정동 733-31번지)에 따른 공공관리 지원 용역 및 선거비
용임. 2019년 6월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요청
을 하였으나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비계획 결정이 난 후에 집행
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임.
•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5,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양천구 빈집
정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시비 4,500만원,
구비 50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임. 본 사업은 서울시의 빈집실태조사
용역 준공이 2019년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지원 일정이
지연되어 2019년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임.
〇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건(81억 375만 7천원)이며, 명시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목동중심축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양천공원)은 53억 880만 8천원을
명시이월한 바, 양천근린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2019년
7월 26일 교부되었으며, 공원 내 건립예정인 숲속도서관 관련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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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2019년 9월 10일 교부되었음. 2019년 9월, 주민의견수렴
및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음. 2019년 12월중 실시설
계를 완료하고 특정제품심사, 좋은빛심의, 기술심의 등의 사전절차 이
행할 예정임. 이후 2020년 1월 공사를 발주할 수 있어서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를 이월하려는 것임.
• 파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사업은 2억 4,905만 6천원을 명시
이월한 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전액 구비)을 편성하였음.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도시공
원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지역의원 자문 등을 2019년 12월 10일 진행할
예정이며, 제안서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2020년 1월 진행하고자 해당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임.
• 넘은들근린공원 정비사업은 18억 8,989만 3천원을 명시이월한 바, 넘
은들근린공원 정비(16,159.9㎡, 신정3동 1286)를 위한 서울시 특별
교부금이 2019년 7월 26일 교부되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2019년 11월 개최했으나, 재심의 요청으로 사전절차 이행이 다소 늦
어지고 있음. 2019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임.
• 1동 1창의놀이터 조성은 6억 5,600만을 명시이월한 바, 창의놀이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2019년 9월 10일 교부되었음. 전문가 자
문은 2019년 12월 11일~13일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운영협의
체 회의 등은 12월 18일~20일 중에 개최할 예정임. 사전절차 완료하
면,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임. 따라서 공사
착공은 2020년 4월 중에 가능하여 해당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임.
참고로,

대상

어린이공원은

모세미어린이공원(988.9㎡,

772-1), 은하수어린이공원(3,815.8㎡, 목5동 91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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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4동

〇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을 살펴보면, 신정동 차량기지 보도 육교 이
동편의시설 설치 예산으로 10억 306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신정기지
보도육교·갈산보도육교(신정동 276번지)에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수직형 승강기 3개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임.
• 승강기 설치 위치가 차량기지 내에 있어 토지사용 등에 대해서 서울교
통공사와의 협의를 2019년 8월부터 진행하였으나, 협의 결과 도출과정
이 지연되어 2019년 11월초 협의가 완료됨. 이에 따라 설계용역이 연
장되었음. 2019년 12월 13일에 디자인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2019년 12월 20일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2020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어서 해당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임.

바. 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의 검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1개)은 사업비 21억 7,500만원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〇 주차장 건설(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은 21억 7,500만원을 명
시이월하려는 바, 연면적 2,711㎡(지하2층/지상 4층) 규모의 주차장
건설(목동깨비시장공동 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21억 7,500만원을 명
시이월하려는 것임. 2019년 11월 5일 기존건물을 철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지하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20년 3월에 종료됨. 따라서
2020년 3월에 착공예정인 주차장 관련 공사비(전액 구비)를 이월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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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론요지 : 생 략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 )

Ⅷ. 기타의견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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