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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사회도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 6 호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남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0:00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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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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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발전기금]
(개의 10:01)
1. 2022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

시기 바랍니다.

출)(계속)(일괄상정)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위원장 오용환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 정례회 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액 151억3062만원 대비 13억743만원이 증액된

를 진행하겠습니다.

164억38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공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

유행정재산사용료는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

니다.

공처리시설 내 유분 분리시설 설치 운영을 위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라 90만원을 편성하

6차 사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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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음

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식물봉투, 가정사업계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평가용역 및 원가

판매수수료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

산정용역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수료로 158억1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으로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등 8개 사업으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방치폐기물 중 고철

로 144억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매 수입으로 210만원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도권

처리시설 사료 판매 수입으로 4800만원을 편성

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4

하였으며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과태료 수

개 사업에 54억2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은 6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국
시비 3억6천만원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국시비 3억6천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업으로 국시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

558쪽입니다.

환 교육 시행을 위해 시비 900만원을, 인천이음

종량제봉투 창구 운영을 위해 대지 사용료와

가게 운영을 위해 시비 7985만원을, RFID 종량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1756만원, 쓰레기봉투

제 시행으로 시비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302만원을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운영관리 분야로 공공요금 제

예산서 555쪽입니다.

세 및 차량선박비로 2억5292만원을 편성하였습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니다.

444억2427만원

대비

70억5266만원이

증액된

514억7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에 재활용교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소행정 홍보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3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및 계도 분야에서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위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포상금 50만원, 재활

해 91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기동반 운영으로

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60억5520만원, 재

880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수수료로 26억84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구입비와 쓰레기 무단

폐형광등 운반용기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

투기 신고포상금 등으로 2220만원을 편성하였

였습니다.

습니다.
556쪽입니다.
폐기물배출처리사업장 관리와 관련하여 피복
비 및 소모품비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분야로 종량제봉투 및 대

영농폐기물 재활용촉진 사업에서 농촌 폐비
닐 수거보상금으로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인천이음가게

운영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7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해 11억6746만원을 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수거용 차

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음식물류

총 199억2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로 51억원을 편성

55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 세부 내역으

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 용기와 음식물 수

6차 사회도시
거용 차량 계량시스템 구입을 위해 2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2600만원을, 민간위탁
운영비로 36억97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
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
이어서 전문위원

니까?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분담금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5억150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하겠습니다.

위한 RFID 종량제 사업으로 기존 설치 RFID

다음은

종량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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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로

6억7795만원을,

신규

RFID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시비 5184만원, 구
비 1억2096만원 총 1억728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
물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음식
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지원 교부에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

562쪽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기 바랍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편성목을 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편하여 기본급 등 보수로 93억2399만원, 피복비

안녕하십니까?

등 일반운영비로 1억5645만원, 성과상여금으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9800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9억1560만원, 자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

산취득비로 675만원 등 총 105억7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63쪽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
비, 업무추진비는 36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93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1만원, 순세계잉여

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59쪽과 사항별설
명서 40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6억9232
만원 대비 27%인 4억5851만원이 증가한 21억
5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
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억6634만원을,

금으로 1억949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이자수입으로 1억9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기금 1억1310만원과 대기․수

93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
니다.
예비비 3억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질

환경과태

료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6천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은 가정용 저녹스보일

3억720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6차 사회도시
사업 6억7천만원 등 7개 사업에 11억2798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공중화장실 유

채취장치

지관리사업 9500만원, 시료 자동

설치

지원사업 3750만원 등 11개 사업에 5억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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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료구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러 보급사업비 예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
산입니다.
총 5,950대의

친한경 보일러 설치비용 지원을

위하여 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2쪽 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은

예산안 567쪽과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2억

사업비 1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염

저감을 위하여

4727만원 대비 25.8 인 5억8098만원이 증가한

다음은 대기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8억2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환경관리 예산으로 884만원과 573쪽 환

내역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발송료

등으로 4975만원을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

먹는 물 수질 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비 547만원 등 총 83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예산으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일반운
영비로 4765만원과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사업비로 1억2567만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로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4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
산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1400만원 등 총

로 1억3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3천만원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편성하였습니다.

방감시 사업으로 기간제

다음은 568쪽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사업 예
산입니다.

불법배출

예

근로자 보수 6702만원

과 자동차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997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조류기피제 구입비 400만원과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사회
단체 지원 예산으로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 1

책

천만원과 569쪽 환경정 위원회 운영비로 420

능 협

만원, 지속가 발전 의회 운영 및 사업비로 2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원

다음은 환경오

관리사업 예산으로 환경

염 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오 물

다음은 예산서 575쪽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온 보험료 등 일반
운영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6쪽 친환경
도시조성사업 예산으로 기후변화대응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틔움과 키움 기
후교실 운영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
인트제 운영 예산으로 온실가스저감 인센티브
추적관리사업 예산으로 들어

지급을 위하여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7쪽

온실가스

일반운영비로 1391만원, 공해단속용 소모품비

비산업 부문

1050만원과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경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0쪽입니다.

염

악

환경오 사고 예방 처리비로 420만원, 무인

취포집기 구입 예산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
일반운영비 등 2290만원, EM생산을

으며 571쪽
예산으로

우편

컨설팅

진단

비용으로

끝으로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3736만원 등 총 3816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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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용환

거기서

아마 아침마다 뭘 주는지 거기에 제가
봤어요, 엄청 많이 모여있더라구요, 비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 오늘도
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 둘기떼들이.
까?
그러면 주변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해를 보거든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단속을 좀 하셨으
체하겠습니다.
면 좋겠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류 기피제 구입을 저희가 지금 환
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최재현 위원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환경단체나 사회단체들이

희

사회단체보

없나요?
했던

저 가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

책

거

희가 작년에 구성을 해
근데 인제 제가 요새 계속 출근을 하다 보니 서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까 복개천 있잖아요.
사업하는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번에 말
복개천 있는데 거기서 사료를 주는 건지 아 씀드렸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쪽에다 예산 2
니면 쌀을 주는 건지 하여튼 거기에 비둘기가 천만원을 넘기고요, 1천만원 갖고 자연보호협의
아침마다 엄청 많이 모이거든요.
회라든가 요런 부분과 같이 활동을 할려고 거
그분들한테 그걸 주는 건 좋지만 그러다가 기에 예산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제 거기에 잘못하면 비둘기떼가 모여오게 생 ○최재현 위원
겼어요.
아, 예산을 나누셨어요?
그런 것도 좀,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 동행정센터하고 연 ○최재현 위원
계해가지고요 그 비둘기 먹이주기를 못하도록
그리고 저기 사항별설명서 147페이지 보면
거기에다 현수막 같은 거를 게시해가지고 그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걸 홍보를 하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 옛날에는 일반은 20만원으로 아는데 지금 10
가 나가서 직접 현장 가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 만원으로,
○최재현 위원

는 환경정 위원회라 저

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최재현 위원

첫 번째 모래내시장 위에 있는 주차
장말고 그 밑에 주차장이거든요, 두 번째 그 밑
으로 주차장 오른쪽에 보면은 빌라가 있는데
복개천

올해까지는 20만원이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

으로 내년도부터는,
○최재현 위원

1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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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내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해가지고

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게 뭐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희
측정을 해서
○최재현 위원
신호등처럼 그렇게 인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근데 인제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할라고 그래 날에는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나쁜
도 저녹스 보일러가 되게 비싸더라구요.
날에는 빨간색, 요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서 그
이게 가격이 그냥 책정이 돼 있는건지 아니 주면에 지역 주민이라든가 학생들이 그거를 보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가격을 책정해서 올려놓 고 미세먼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은 건지 아니면은 그래서 그 가격,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0만원으로 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저 가 미세먼지 농도를

격 책정을 했는데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동안 20
만원을 지원해드렸던 부분이 일반 보일러하고
의 차액에 대한 어떤 보전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인제 내년도부터는 인제 전 친환경보일
러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여태까지 20만원 지원해주
던 부분들을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
기 위해서 10만원으로 인제 보조금을 낮춘 거

○이선옥 위원

○최재현 위원

겠습니다.

고거는 각 제조사별로 가 을

고요.

앞으로는 인제 교체를 하면은 다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님 1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거기 미세먼
지 신호등이 있어요.
과장

그러면 이걸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희
교 앞이라든가 요
설치돼 있거든요.

든 학

지금 저 가 7개소가 지금 공원이라 가

지금 구청 안에도 한 대가

○이선옥 위원

네, 구청 안에.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2대를 더 추가적으
로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고거는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
○이선옥 위원

왕래가 많은 데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
그런 데다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

니다.

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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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정비 단속을 위한 일반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수용비 724만원,

근로자

피복비 170만원,

노상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85만원, 급량비 240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및 단속용 차량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운영을 위한 차량유지비 1134만원을 편성하였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습니다.

최용석입니다.

예산서 582쪽, 사항별설명서 152쪽

도시경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노상적치물

노점상 및

민간용역의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

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분야는 2억548만원으로 광고

먼저 예산서 161쪽, 사항별설명서 42쪽 세입
예산입니다.

물관리 및 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260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현수막게시대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

불법고정광고물

10억6800만원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10억

비로 3450만원을 편성하였고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600만원, 자동전화 안

세부내역을

점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 용료 수입 2천만원, 공공시설물 게시대

사용 대행료 수입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점용과태료

과태료 수입은 도로무단

법

옥외광고물관리
였습니다.

내시스템 임대료 792만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

거보상금 시비 5100만원, 구비 5100만원 총 1억
2천만원,

위반과태료 2억원을 편성하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

우수부서의

불법광고물정비

포상금 250만원, 수거된

업무평

불법광

고물 폐기처리를 위하여 폐기처리비 352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으로는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

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범로 180번길 일원 경관개 다음은 예산서 583쪽, 사항별설명서 153쪽 도
선사업 2억5천만원,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시경관관리 분야입니다.
조성사업 2억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도시경관관리 분야는 16억2157만원으로 도시
5100만원을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 디자인조성을 위한 일반수용비 322만원, 운영수
니다.
당 780만원, 공공디자인교육 50만원을 편성하였
사업 2억5천만원,

다음은 예산서 581쪽, 사항별설명서 151쪽 세

출예산입니다.

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억7022만
원 대비 7억307만원이 감액된 22억6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분야의 예산으로 21억6176만원, 가로환경정비
분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 주민참여형 사업 재료비 지원으로 900만원
예산서 584쪽, 사항별설명서 153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경관 수시조성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장수교

백범로 180번길 일원
경관개선사업 5억원,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일원 경관개선사업 5억원,

조성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소요예산은 구비와 시비 각각 50 입니다.

6차 사회도시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

예산서 585쪽입니다.

고로 대체하고자 하는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니까?

2755만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도시경관시설 7

데

닥

개소 세척용역비 1050만원과 로 오광장 바

분수 관리용역비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예산은 1억538

택제임기제

만원으로 시간선

인건비 등 6171만

원과 부서기본경비 4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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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원은

질의하실 위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노점
아름답고 쾌 상, 우리 노점상 단속하잖아요, 매년.

1053쪽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로

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2008년도부
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말 3억3388만원이고 내년도 수입은 4468
만원이며 지출은 1억7632만원으로 내년도말 기
금년도

금액은 2억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작년에는 단속
요?

결과에서

성과가

좀 있었나

데 길을 다니다 보면 노
공공요금 이자수입 1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 점상이 정리가 안되고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입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 보조금 1천만원, 불법 느낌이 드니까 이게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매
광고물정비사업 행안부 지원금 2천만원, 예치금 년 하기는 해도 그거에 대한 어느 성과 결과가
회수 338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 어느 지역에 좀 있었는지.
이어서 1056쪽 수입계획입니다.

매년 예산은 나가는

자수입 468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원으
로 총 1억785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12개

불법광고물정비

소 교체 설치비 1억5600만원,
사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말 현재액은

으로서 2021년도

현황

3억3388만원으로

신한은행 예치금 3388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예탁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희

예산은 용역, 저 가 가로정비 용역을 주는

다음은 1057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내역은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그분들에

희

순서이나 서면보

인건비

같은 그런

우는 인제 과태료라
든가 그런 부분 과태료 하고 고발은 거의 없고
거의 과태료 부과로 인제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고요, 저 가 하는 경

○최재현 위원

희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
으니까 인제 대부분 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거
에 대한 수입을 지금 하는 건데 만약에 저희
예산 대비해서 과태료 수입이 훨씬 많은가요?
저 가 단속은 해도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검토보고

데

대한 용역비인

많이 적습니다.

○최재현 위원

많이 적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최재현 위원

그니까 저희가 매년 이게 대행수수료를 집행
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성과
도 없고 계속 인제 예산만 지금 나가고, 과태료
를 저희가 부과를 해도 그거에 맞는 과태료를
그 사람들이 즉시 뭐 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미뤄오고 이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거든요.

6차 사회도시
○최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인제 장사가 인제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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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계신 분들이 장사가 상가에다가 물건을 적치를

잘 안되니까 본인은 그 앞에 상
가가 있는데도 길거리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파
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니까 장사가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먼저도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그게 늘어나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데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상가를 갖고 있는데 저기도 세금도 안 내고 저
네, 대부분 영세상인이라서 과태료 납부율이 렇게 장사를 하니까 그분들도 또 거기다 자리
좋지는 않습니다.
를 잡고 자리를 잡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최재현 위원
만수6동 같은 경우는 장승백이시장 그 밑으로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강력하게 대집 는 저 밑에까지 지금 다 상가 형성이 지금 노
행을 할 때 한꺼번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점상들이 형성이 됐어요.
계속 그냥 나가서 그냥 경고만 해서는 이게 될
처음에는 고 앞에만 댔다가 지금 저 끝에 상
거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노점상들이 보면 점 가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네 물건을 고 앞에까
점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 같이 보여요, 지금. 지 갖다놓더라구, 뭐 과일이든 이런 거를.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그니까 인제 점점 그게 끝까지 인제 지금 형
저희가 인제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 성이 됐어요.
만 남동구 노점상이 최근에 많이 생긴 거 아니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고 예전부터 있던 게 계속 지속돼 왔는데 저희
고런 상가 가지신 분들이 또 나온 거에 대해
는 현재 그분들도 어떤 생계적인 측면이 있기 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새해에 나가서 다시 그
때문에 사실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게 사실 분들 만나보고,
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 그분들은 또 얘기할 거 아냐, 저 사람들은 세
리하고 있고 또 간혹가다 없어지면은 다른 게 금도 안 내고 장사를 해도 저렇게 놔두는데 왜
또 들어오지, 다른 노점이 들어오지 않도록 집 우리만 단속하냐 이럴 것 같으니까 형평성 논
중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란에 또 휩싸이니까 뭔가는 조금 대책을 세워
말씀하신대로 용역비 대비 저희가 어떤 과태 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료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행정이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가 문제가 아니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고 매년 예산은 세워지는데 뭔가 성과가 없으
렇다고 그거마저 안 하면 또 거리가 너무 또 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우리 도시경관과에
무질서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할 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은 예산을 만약에
수 있는 공공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뭐 세우더라도 일시적으로 한번씩 진짜 대집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한다든가 뭔가 이게 좀 강력한 뭐가 있어야

그냥 흐지부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
씀드렸습니다.
지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6차 사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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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 예산
액보다 3680만원이 감소된 7억3620만원이며 경
상적 세외수입 5억8620만원과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는 전년도보다 18억2920만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이 감소된 25억2199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에서 13억6533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1
억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쪽과 사항별설명서 156쪽입니다.

함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국시비 포 하여

%

전년도 180억8841만원의 67 인 12억1854만원
이 감소된 168억 69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서 155억43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공원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는 28억5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기획 및 운영 세부사업별로는 공원기획
운영에 1억4442만원을, 예산서 590쪽 공원시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

관리용역에 4억2200만원, 원도심 공원녹지관리

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1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청

결유지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자 의무교육 중에
다.

그럼

팀

임인규 공원기획 장은 안전관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

현동

노후공원

재정비에 10

울림마당 유지관리공사에 1억원과 논

억원을, 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10억5250만원,

실개천 화단조성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예산서 591쪽 다음은 공원관리 분야로 68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공원

공원녹지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

유지관리에 8억2220만원을, 예산서 592쪽 공원

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설명을

시설관리용역에 8억7천만원, 공원녹시 수시정비

드리겠습니다.

에 1억5천만원, 공원녹지 권역별관리에 18억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163쪽과 사항별설명서 43쪽에
서 45쪽까지입니다.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에

벨 설치에 6천만원

7500만원과 공원화장실 안심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93쪽 주민참여예산인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2419만원의

어

%

36.4 인 18억6600만원이 감소한 32억5819만원

울근린공원과 너른들공원 보강사업으로 5400
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단계에 20억

솔길,

름

원을, 늘

해오

명품공원관리에는 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4쪽입니다.

색

녹 문화증진 분야는 4억5885만원으로 세부

아숲

사업 유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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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숲

운영 사업 1억5885만원과 유

체 원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골 경관광장

림 및 보호수
관리에 2억2194만원과 소나무 재선충방재 1432
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04쪽 산

운영은 4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5쪽입니다.
다음은

푸른산림조성

분야로 6억1676만원을

및 광장조성 분야는 세부사업 만의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조성사업에 국시비 1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

원과 예산서 606쪽

니다.
예산서 595쪽 다음으로 도시녹화 및 녹지관

숲길조성관리 3억

둘레길 표지판 개선에 4615
만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예방
단 경상에 2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목일 나

림사업에 3615만원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80만원과

리 분야에서 37억27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무심기는 500만원을, 조

부 사업별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7억162만

예산서 607쪽

원을, 예산서 596쪽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목재제품 관리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랑정원

관리공사에 21억9300만원, 물사

및 실개

다음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7593만원을, 예산

림휴양

천 조경관리공사에 4043만원, 인천대공원에서

서 608쪽 사방사업 9687만원, 만수산 산

소 포구

시설 조성에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래

친환경 꽃길조성 사업에 1억9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으며 남동둘레길
조성 사업에 6억3166만원을, 학교숲 조성사업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8쪽과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숲 조성 및 관리로 12억8631만원

다음은 도시

을 편성하였습니다.

불
산림재해

림

산 예방 및 산 보호 분야 6억6954만원 중

불

일자리 단기 산 전문예방진화대 경

불방지대책 재난관리 자
본에 136만원과 경상에 275만원을, 진화장비 확
충 경상은 10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00쪽 감시기반확충 경상 200만원, 무선통신운
상에 1억3561만원을, 산

용 경상에 480만원과 자본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에 4821만원을,
일자리 장기, 산림병충해 예찰방재단

예산서 601쪽

림

산 재해

경상에 4572만원과 자본에 101만원, 생활권 수

목 진료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병해충방재 3272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4445만원, 산림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보
조에 810만원을, 산림청결유지 용역은 4500만원
603쪽 일반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는 3997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녹색도시 조성 유지관리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공원녹지과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

렸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
고로 대체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이어서 전문위원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다음은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정원가꾸기 조성

사업하고 대부분 보면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에요.
이건 시에서 보조를 해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래서
거네요?

6차 사회도시
1억5천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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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온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

온 거고,

이건 시비보조로 들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럼 여기는 지금 뭐뭐를 설치를 하실 거죠?
편의시설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최재현 위원

좀 오래된 부분 이런 경우는 휀스
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최재현 위원

등산로가

그러면은 이거는 시 예산인 거죠?
네.

희

○최재현 위원

%

100 .

그다음에 166페이지 보면은 오봉산인가요, 여

기?

오봉산
요?

둘레길

정비, 이건 주민참여예산이에

이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아니면 그냥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66쪽,
○최재현 위원

맨 밑에 보면 도시숲 관리
해갖고 주민참여예산 포함돼 있어

166쪽에 보면 401,
수시정비비
요.

꽤 많이
아마 사업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

저 가 공원녹지과에 보면 예산이

있어서
애요.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아니
면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

○이용우 위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네,

데 주민이 요구한 사업들도
같이 진행하겠다 요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
별도 예산인

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 요구사항이 같이 포함돼 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위원

네, 저는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올해 2월 8일날 장
수동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562호로 지정되었
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용우 위원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인 보
전이나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이 될 것 같애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위원장 오용환

문화재청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국가 기념물로 채택되
기 전 하고 이제 체결이 된 이후에 관리 체계
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좀 한번 설
명을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그러게 되게 되면은 문화재청에서는 자체적
으로 그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를 자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아예 하는 것인지 예산만
편성돼서 저희가 하는 관리는 그대로 하는 것
인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

니다.

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하나씩 설명,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이용우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는 광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시비, 구비가

결정이
포함돼

데 문화재청 문화재로 지
정되면서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결
정되고 그리고 향후 조성 후에 관리는 국시비
를 받아가지고 남동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용우 위원

아, 남동구에서 다 하는 거죠.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4쪽, 사항별설명서 46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2억원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0%를 감면하여 70%만 부과했습니다만 올해
부터는 감면 규정이 없이 100%를 부과하고 있
교통유발부담금을 작년에는

습니다.

른

이에 따라 미 감면에 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함

증가액 3억6천만

했습니다.

원을 포 하여 총 12억원으로 편성

○이용우 위원

찌됐든

- 13 -

이용

○이용우 위원

어

6차 사회도시

념

큼

국가 천연기 물로 지정이 된만

잘 되어서 앞으로 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의 유지관리 보수가

다음은 예산서 611쪽에서 613쪽, 사항별설명
서 169쪽에서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8559만원으로 전

했

년 대비 1억8673만원을 감액 편성 습니다.
먼저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만

책

수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대

했습니다.

만원을 편성

6차 사회도시

실시설계비 5천

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수수료 5천만원을 편

했습니다.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은 12억원으

성

교통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사업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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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62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2만원을 감액

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정차

편성 습니다.

위반과태료 수입은 33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

했

변동 내역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홍보물 제작

주요
에

했습니다.

원을 증액 편성

내년도 국비보조금 예산은 15억4천만원으로

확충공사

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450만원을 편성하고 남

만월1호 주차장

동구 모 운전자회 2개 단체 사업지원을 위한

동 57-5

보조금 200만원을 증액한 1천만원을 편성 습

국가 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니다.

성

범

했

결하고

구민의 민원을 해

교통안전을

확보하

균

번지

주차장 건설공사 5억7500만원을

했습니다.

했으며 그린파킹사업
개방사업 1천만원, 아파

사에 16억5600만원을 편성

증액한 5억원을 편성 습니다.

5천만원과 부설주차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사업은 1억2506만
원으로 2020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자 16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행교통지킴이 예산은 1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재해재난대응 예산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등 재난업무 수행을 위
한 급식비로 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555만원으로

했

전년 대비 1억994만원을 감액 편성 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2년도 예산편성운영

침

지 과 부서 정원을 반영하여 수용비, 급식비,

했습니다.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
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지원사업 1천만원을 편성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억원이 감액된

했습니다.

50억원으로 편성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4쪽에서 990쪽, 사항별설명서 263쪽
에서 268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 사업은 주정
차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공공요금
으로 전년 대비 1억9395만원을 감액한 6억2556

했

만원을 편성 습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주정차 단속 관련 제

서식 유인비 1200만원을 감액한 1억800만원,

우

편물 발송비 2억1600만원을 감액한 2억4천만원

먼저 예산서 978쪽에서 979쪽, 사항별설명서
256쪽 세입예산입니다.

했

을 편성 습니다.
다음 예산서 985쪽, 사항별설명서 264쪽입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0억9600만원

했

으로 전년 대비 33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 습
니다.

트 부설주차장
했습니다.

주요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

확보하여 편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인수마을주차장 건설공

고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5700만원을

했

9억6500만원과 만수

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단속장
비와 차량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

우선 세외수입 예산으로 주차요금 수입은 올 대비 1805만원을 감액한 1억7435만원으로 편성
해와 같은 23억원을 편성했으며 시 주차요금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8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천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사업은 고정

CCTV 신규설치를 위한 예산 2억5천만원으
로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
카메라와 장비교체를 위해 2172만원을 신규 편
성했습니다.
형

다음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했

1억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 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은 사업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010만원을 감액한 3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2

6차 사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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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습니다.
주차장 위탁운영사업은 도시관리공단에 주차
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경상적 사업

했

비 23억7154만원을 편성 습니다.

또한 자본적 사업비는 2억7851만원을 감액한
50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했습니다.

106만원을 편성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46억1512만원으로

억1236만원으로 전년 대비 822만원을 증액 편

2022년도 세입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전년 대

성 으며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

비 14억6689만원을 증액 편성

했

산은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산서 989쪽, 사항별설명서 266쪽입니다.

력운영비

특별인

예산서 986쪽, 사항별설명서 265쪽입니다.

확충사업 분야입니다.
만월1호 주차장 확충공사는 국비 9억65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고 구비 600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인수마을주차장 건설공사는 시비와 구비 각

각 16억56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

했

성 으며 만수동 57-5

번지

주차장 건설공사는

국비 5억7500만원과 구비 7억500만원을 시설비

했

로 편성 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3619만원으

했습니다.

로 전년 대비 5416만원을 증액 편성

력운영사업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원 35

특별인

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업

침

했

무 등 처리지 에 따라 산정하고 편성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
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
이어서 전문위원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

주차장관리 사업은 74억9686만원으로 전년

했

대비 7억8225만원을 증액 편성 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전

했

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 습
니다.

대체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2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은 기존에 설치

된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와 공공요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등으로 전년 대비 5억3100만원을 감액한 2억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

4368만원을 편성 습니다.

시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촌로

했

노상주차장

범

유료화 시 운영사업은

주차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7455만원을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러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 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0)

○출석위원(8인)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우 최재현

이용

○출석전문위원

희 강경숙

유광

홍은영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도시경관과장

조성민

최용석

공원녹지과장 박호순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6차 사회도시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