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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검 토 보 고

2017년 10월 17일

전문위원 김 광 식

Ⅰ.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Ⅱ.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 일반회계 세출

○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은 284억 5,16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1,588만 7천원 대비

9억 3,577만원(3.40%)이 증가하였음.

◈ 건설교통국 세출(일반회계)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8,451,657 27,515,887 935,770 3.40

건설관리과 964,310 964,310 - -

도로과 14,839,595 14,668,999 170,596 1.16

물관리과 9,180,770 8,780,770 400,000 4.56

교통행정과 3,466,982 3,101,808 365,174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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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계 6,940,886 6,005,116 935,770

도로과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지급 506,285 435,689 70,596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3,115,820 3,015,820 100,000

물관리과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550,001 400,001 150,000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1,699,006 1,449,006 250,000

교  통
행정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915,174 580,000 335,174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54,600 124,600 30,000

○ 세부편성내역

- 자체사업으로 도로과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지급 7,059만 6천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물관리과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1억 5천만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2억 5천만원,

교통행정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3억 3,517만 4천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3,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9억 3,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자체사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3 -

Ⅲ. 종합의견

❍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은 284억 5,16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1,588만 7천원 대비 9억 3,577만원(3.40%)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로과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은 도로 편입 사유지를 대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이자,

패소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7,059만 6천원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노후 또는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 물관리과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는 관내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교통행정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기존 3개소→4개소)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3,517만 4천원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동차견인보관소 내 자전거상시수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하였음.

❍ 자체사업의 경우 복지비 비중이 큰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건설교통국 예산은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