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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2012년 서울시 예산안

2011년 12월 5일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1 -

(단위:백만원)

구 분 2012예산(안) 2011예산
증 감

금 액 %

예산규모 21조 7,973 20조 7,681 1조 292 5.0

　

　

일반회계 15조 2,050 14조 5,293 6,757 4.7

특별회계 6조 5,923 6조 2,388 3,535 5.7

회계간 전·출입 : 1조 9,053억원

일반 → 특별 1조 8,871억원,   특별 → 특별 182억원

순계규모 19조 8,920 18조 9,946 8,974 4.7

출처: 2012 서울시예산안 및 보도자료 

주 : 2011년 최종예산기준, 2011년 순계규모 예산은 당초예산

<표 1> 2012년 서울시 예산규모(안)

1. 서울 시민사회 의견서 제안 배경

  2012년 예산안은 오세훈 시장의 중도 사퇴로 새로이 서울시정을 책임지게 된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 

처음으로 사업화 되는 과정이었다. 복지, 일자리, 도시안전이라는 화두를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취임 후 10일이라는 짦은 기간이지만 공약사업을 예산에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1년간 책임지는 서울시의 2012년 정책을 예산안을 통해 살펴보고, 시민의 세

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늦었지만 이러한 시민사회 단체의 제안이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액‧증액‧조정이 필요한 예산을 발표한다. 예산안의 

감액 증액 대상사업은 예산액의 과다가 아닌 분야별로 정책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선정하였다. 

 의견서 제안에 앞서 서울 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분야별 발제자 모임(11/15), 서울지역시민단

체 초청 예산안 브리핑(11/21), 서울시예산안분석 토론회(11?28, 서울시의회 공동주최) 등의 과정을 거

쳤다.

2. 예산 현황

1) 2012년 서울시 예산안 규모

 ○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은 총 21조 7,973억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0조 7,681억원에 대비해 

5.0%, 1조 292억원이 증가.

  - 일반회계는 전년도 14조 5,293억원에서 6,757억원(4.7%) 증가한 15조 2050억원

  - 특별회계는 6조 5,923억원으로 전년도 6조 2,388억원보다 3,535억원(5.7%)이 증가

 ○ 서울시 총계규모 예산에서 회계간 전․출입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19조 8,9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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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 2012 2011 2010 2009 2008

합계
21,797,300

(100.00) 

20,768,092

(100.00) 

21,585,900

(100.00) 

24,153,807

(100.00) 

20,974,402

(100.00) 

일반공공행정
3,913,239

(17.95)

4,156,408

(20.01) 

3,807,502

(17.64) 

3,619,623

(14.99) 

3,513,992

(16.75) 

공공질서및안전
114,054

(0.52) 

110,071

(0.53) 

128,187

(0.59) 

119,795

(0.50) 

99,040

(0.47) 

교육
2,678,091

(12.29) 

2,633,089

(12.68) 

2,505,294

(11.61) 

2,515,950

(10.42) 

2,601,599

(12.40)

문화및관광
498,065

(2.28) 

483,127

(2.33) 

574,511

(2.66) 

659,369 

(2.73)

530,327

(2.53) 

환경보호
1,920,963

(8.81) 

1,765,877 

(8.50)

1,956,108 

(9.06)

2,375,143

(9.83) 

2,013,716

(9.60) 

사회복지
5,588,591

(25.64) 

4,882,343

(23.51) 

4,699,874

(21.77) 

5,410,609

(22.40) 

4,220,091

(20.12) 

보건
270,540

(1.24) 

301,874 

(1.45)

422,424

(1.96) 

410,588

(1.70) 

333,142

(1.59) 

농림해양수산
67,094

(0.31) 

72,476

(0.35) 

17,786

(0.08) 

11,536

(0.05) 

11,656

(0.06) 

산업중소기업
241,725

(1.11) 

190,285

(0.92) 

260,474

(1.21) 

297,215

(1.23) 

223,715

(1.07) 

수송및교통
3,248,578

(14.90) 

3,276,882

(15.78) 

3,869,433

(17.93) 

5,033,743

(20.84) 

3,740,280

(17.83) 

국토및지역개발
1,842,014

(8.45) 

1,500,615 

(7.23)

2,079,038

(9.63) 

2,434,369

(10.08) 

2,454,994

(11.70) 

예비비
138,663

(0.64) 

204,456

(0.98) 

137,743 

(0.64)

142,945

(0.59) 

118,894

(0.57) 

기타
1,275,684

(5.85) 

1,190,589

(5.73) 

1,127,526

(5.22) 

1,122,923

(4.65) 

1,112,957

(5.31) 

출처 : 서울시 예산서

주 : 2008~2011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최종예산 기준

<표 2> 세출예산 기능별 연도별 분류 

 ○ 세출예산을 중요한 분야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7,033억원 가량 증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사회복

지 예산은 자연증가분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므로 그 비중이 더욱 높아 질 것이

다.

  -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283억원이 감소하였다. 감

소율은 8.64%이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09년 20.84%로 최고의 비중을 차지한 후 계속적으로 하

락하여 14.90%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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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분야는 전년보다 450억원, 1.71% 증가하는데 그쳤다. 무상급식지원예산 333억원이 증액되었

지만, 나머지 예산은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조례상전출금인 교육경비지원예산은 전년도 대비 444

억원이 감소하였다.

  - 환경보호분야(코드별 분류)는 전년보다 1,55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다. 증가율은 8.78%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실국예산은 약 600억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보다 3,414억원이 증가하여 22.75%의 증가율을 보였다. 비중 또한 

높은 증가율로 인해 1.22% 상승하였다. 

3.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의 특징

1) 토목 건설예산의 증가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토목․건설예산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건전성의 

악화였다. 복지, 문화(디자인), 환경 등 대부분의 분야 예산이 건설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었다. 박원순 

시장의 2012년 예산안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2011년 1조 5,006억원에서 2012년 예

산액은 1조 8,420억원이다. 연도별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2008년 11.70%의 

비중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하락하던 비중이 2012년 예산안에서 1.22% 높아졌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

야는 대표적인 토목․건설예산으로, 우면산 산사태 등 수해 후 도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증

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방 및 치수예산이 토목․건설예산의 새로운 소비처로 전락할 수 있다.

2) 관행적, 일방적 예산의 편성

  박원순 시장의 첫 번째 예산인 2012년 예산안에서 그동안 문제제기를 받았던 오세훈표 예산, 관행적

인 예산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토목․건설예산의 존속을 비롯해 복지,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해외환자유치활성화은 전년도 서울시의회에서 3억5695만원 예

산안중 2억원을 감액조정되었던 사업이고, 하조대 ‘희망들’운영 예산은 건설비 예산이 2012년도로 명시

이월되어 운영비 전액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고,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은 관련단체들의 반대 입장

이 있음에도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외 해치종합마케팅,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추진 사업 등은 관행적사

업으로 새로운 시장의 시정방침과 어울리지 않는다. 

3) 복지예산의 증가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이다. 전년대비 7,033억원 가량 증가하였는

데, 증가율로는 14.4%로 예산의 고성장 시대에 15%가량 증가한 것에 견주면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세

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2010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2009년 처음으로 5조원대에 진입하였다가 올해 다시 5조원대로 진입하였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확대공급,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공보육서비스 확대 등의 사업은 사회적 파장의 측면에서 긍정

적인 예산의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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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세부사업 주문사항 비고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국)

하수관거 예산 (2,737억)

(하수관거 신설, 광화문 배수터널)

관거 대폭삭감

터널 전액 삭감 오세훈 시장이 지난 8. 4. 발표한 22조 계획에 의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고 예산이 과다함. 하

수관거 분석과 종합적인 수방대책 마련 후 추진해야 함. 특히 광화문, 사당, 신월의 대심도터널

은 막대한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전액 삭감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수방대책 사업 (1,667억)

(펌프장 증설, 대심도 배수 터널)

펌프 대폭 삭감

터널 전액 삭감

도시안전본부

(교통국)

안양교․고척교 확장 전액삭감 2012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 시기 조정 필요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개설사업 전면 재검토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이나 현재 보류중으로 동구간에 급행철도계획 병행 수

립. 민자사업일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의 수요예측에 대한 재검토 필요.

용산역 전면도로 신설 전면재검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지속적 변동으로 수요 변경 여지 많고, 도로의 필요성보다 사업자에 대

한 간접적 지원이 성격이 강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경제진흥본부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2, 3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
가락시장 거래량의 감소 및 과다한 융자로 인한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위험

경제진흥본부,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사업

중복되는 

지원사업의 

통폐합

여성가족정책관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서울해비치다문

화가족교육센터설치및운영, 다문화가정갈등해소를 위한 카운슬러단운영 등 기관 및 유사사업의 

중복 관련단체의 지적

복지건강본부 해외환자유치활성화
9억 1,505만원 

전액 삭감

2011년 예산안 심의시 서울시의회에서 감액조정되었던 사업으로, 공공부문이 지원해야 할 부

분이 아님.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전액삭감, 

전면 재검토

대표적인 불용사업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환 부적절, 기존 문제점 검토 및 창덕궁 주변지역 

관련 문화유산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후 추진

복지건강본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전액 삭감 ‘희망들’ 건립사업이 양양군과의 협의 미완료로 2011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있어 건립사업 

<표 3> 2012년 전체 예산중 주요 삭감 대상사업

4. 2012년 전체 예산중 주요 삭감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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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세부사업 주문사항 비고

도시교통본부

교통수요관리기본계획수립 신설(10억)
2012년도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교통 수요관리 정책수립 (혼잡통행

료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의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생활형자전거도로구축사업 신설(50억)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표가로변 설치가 아닌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용도

로 건설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증액
여성일자리 창출 2011년 수정예산 미반영분 : 1,334,000천원 증액

여성인력개발센터 2011년 대비 삭감예산 복원 :1,555,780천원 증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증액
12세미만아동양육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지원 (비교: 입양아동양육비 지원 15만원/

월) 24,643,208천원→33,620,408천원

도시안전본부
하수관거 실태 조사 및

종합적인 수방대책 추진
신설(100억) 서울시 10,251㎞ 하수관거의 실태 조사와 친환경적인 수방대책 마련으로 과도한 토목개발 지양

복지건강본부

사회복지시설 기관운영비 증액 기관운영비 지원금의 동결로 인해 운영비의 부족으로 복지체감도 저하 우려

서울광역자활 증액 적절한 자활사업 지원체계가 되기 위해서 예산 반영 필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보조) 증액 시설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체계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

주택국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건립지원 증액
주택공급만으로 주거복지의 실효성을 높일수 없어 지속적인 거주자에 대한 역량강화 르로그갬제

공을 위한 거점형 주거복지센터 필요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발굴 증액 관광, 문화유산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활성화 필요

<표 4> 2012년 전체 예산중 주요 증액 대상사업

5. 2012년 예산중 증액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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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내용 예산액

현장중심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

구 단위 현장에 업무 하중만 줄 뿐 실효성 없는 홍보용 사업인 

그물망복지센터를 단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삭감 필요. 특

히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 조정하여야 함.

440,000

사회복지관 인센티브 평가 서울복지재단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서울 154,000

6. 분야별 의견서

1) 복지분야

관성적 예산대신 복지시정공약에 맞는 진취적인 예산으로

(1) 복지예산 평가 및 개선 방향

  2012년 복지예산은 새 시장의 복지시정 강조에 따라 많은 관심이 집중된 분야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도 사회복지예산 금액과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비율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대

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5조 1,646억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6,045억원이 증가하였

고 서울시 순계예산대비 비율은 24%에서 2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복지예산 확충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시장의 서울시 예산대비 30%로의 복지예산 확충공약은 총계예산에 대한 비율이었고, 서울시 총

계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23.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복지예산의 수준은 시장의 공약에 비

추어 기본적으로 절대량이 미흡한 수준이다.

  2012년 복지예산에서 그 확충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크게 세 분야이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등 교

육복지 예산에서 신규사업 편성 혹은 기존사업의 대폭적 확충, 매입임대주택 확충이나 임대료 지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예산의 확충,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나 

보육비지원 등 보육예산의 확충 부분이다. 이러한 세 영역에서의 예산확충은 적절하고 비교적 내실을 

갖추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사회복지분야라 할 수 있는 복지건강본부의 예산은 정체상태로 사실상 감소되었다. 복

지예산 확충의 기조 속에서도 복지건강본부의 예산은 전체 서울시 예산 대비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줄

어들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의료보호, 노인·장애인·노숙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체계화 등의 영역에서는 이렇다 할 복지사업수준의 진전을 찾

아볼 수 없다. 다만, 민간이 꾸준히 제기해온 서울복지기준선의 설정을 향후 복지시정의 지표로 삼겠다

는 입장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해본다. 

  예산안을 통해서 볼 때, 전통적 복지영역에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

던 사업의 방식이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사회와 복지현장에서 그 취

약성이나 사업방식이 문제로 제기되었던 영역에 대한 서울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복지예산

은 ‘복지시정으로 가기 위한 초기의 논의시작 지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박원순 표 복지를 구현하는 

복지예산’이라 하기에는 서울시의 고민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2) 2012년 복지 예산 중 삭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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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내용 예산액

사회복지시설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비 지원금의 동결 등 기관운영비 부족으로 사회복지를 필요

로 하는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 추가 

증액 반영예산 (대규모 개소당 * 30,000, 소규모  개소당 * 20,000)

8,000,000

서울시복지기준선 연구 용역이 끝나는 6월 이후의 사업비 책정하여 증액 필요 1,000,000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보조)

시설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
3,700,000

광역자활센터 운영 
센터의 운영은 2010년 말부터 운영, 적절한 자활사업지원체계

가 되기 위해서 예산반영 필요. 
500,000

거리노숙인 보호 

거리 만성 노숙인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증액

. 공공역사의 노숙인 퇴거조치 이후 거리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안이 빈약하므로 거

리노숙인전문상담팀 상근체계 구축, 임시주거지원 및 응급구호방 추가

확충, 만성노숙인 알코올 및 정신보건 서비스 확충 등 거리만성 노숙

인 지원 예산의 반영.

3,000,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중 노숙인 시설, 지역자활센터 등에 처우개선비 

일괄 적용
  800,000

복지재단의 역할을 정리한 뒤에 예산 배정하는 것이 필요.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생산품 판매시설 추가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센터, 장애

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등이 운영되고 있어 국고매칭이 되는 사

업이라 하더라도 기존 보다 삭감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보

조)등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생산품 판매는 우선구

매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3,804,000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명시이월 등 사업의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한바 서울시 공무원 수

련원 등 서울시 산하 시설을 우선 사용토록하고 제대로 된 운영

에 대한 검토 후 설치,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설치관련 타 부서의 명시이월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617,500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현장과 참여시민의 욕구를 감안하지 않고 홍보성 성과인원에 급

급하여 획일적으로 운영된 사업을 삭감하고 현장에 맞는 내용으

로 되도록 함

591,000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사업
폐지해야 함. 공공부문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할 부분임. 
 915,050

아토피 없는 환경조성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목적에서 쾌적한 보육환경과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

토피 질환 예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님. ‘1개의 만성 질환’ 

아토피 관리만을 대상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사업내용들도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신규 사업 폐지가 바

람직함.

650,000

7,171,550

<표 5> 2012년 복지 예산 중 삭감 리스트 (단위: 천원)

(3) 2012년 복지 예산 중 증액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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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

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2011년 정부 정책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예산 대비 결산이 줄었음. 

서울시는 기준을 2010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증

액.

1,000,000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료비지원

2010년부터 대상 병류를 줄이고 있는 정부 정책 기준 이상으로 서울

시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250,000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시는 기준을 2010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증

액.
330,000

도시보건지소
시립 마을건강센터로 내용을 전환, 추가 예산을 증액, 기존의 도시보

건지소와 보건 분소를 마을건강센터 내용으로 하게 하도록 지원 증액
3,000,000

공공의료지원단
진단결과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 및 일반 의료기관에 공공의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증액 
5,000,000

21,580,000

<표 6> 2012년 복지 예산 중 삭감 리스트 (단위: 천원)

사업명 내용 예산

환자권리 옴부즈만 제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높

이는 방안으로 환자, 시민들의 보건의료 관련 민원을 접수하

고 문제 해결, 시정 조치와 권고를 담당하는 민원 전담기구 

설립, 운영

300,000

의료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를 지원 하여 건강보험 혜

택을 받고 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증액
400,000

700,000

<표 7> 2012년 복지 예산 중 삭감 리스트 (단위: 천원)

(4) 2012년 복지 예산 중 신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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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안) % 2011 % 증  감 %

순  계 198,920 100.0 189,946 100.0 8,974 119.6

사업비 166,223 83.6 157,849 83.1 0.5 5.3

사회복지 51,646 26.0 45,601 24.0 2 13.3

자치구지원 30,445 15.3 29,050 15.3 1,395 4.8

교육청지원 24,205 12.2 23,817 12.5 -0.3 1.6

공원·환경 17,181 8.6 17,776 9.4 △-0.8 △-3.3

도로·교통 17,126 8.6 17,629 9.3 △-0.7 △-2.9

도시안전 7,395 3.7 5,123 2.7 1 44.3

산업경제 5,115 2.6 5,089 2.7 -0.1 0.5

문화관광진흥 4,389 2.2 4,115 2.2 274 6.7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3,480 1.7 4,093 2.2 △-0.5 △-15.0

일반행정 2,959 1.5 2,610 1.4 0.1 13.4

예비비 2,282 1.1 2,946 1.6 △-0.5 △-22.5

행정운영경비 12,755 6.4 11,901 6.3 0.1 7.2

재무활동 19,942 10.0 20,196 10.6 △-0.6 △-1.3

<표 8> 2012 희망서울 살림살이(단위: 억원)

서울시 보도자료(2011. 11. 10) 

실국 2012년 예산안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11년 대비 증감

증감액 비율(%)

맑은환경본부 5,035 5,239 6,009 6,202 5,721 △204 -3.9%

푸른도시국 3,255 3,460 6,196 7,392 8,006 △205 -6%

한강사업본부 494 522 2,158 4,232 1,310 △28 -5.3%

상수도사업본부 8,385 8160 8,010 8,570 △225 2.7%

물관리국 8,654 6,352 6,796 8,292 5,112 2,302 36.2%

<표 9> 환경 관련 실국별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2) 환경분야

토목 예산의 피난처 된 치수예산 삭감, 시범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1) 환경예산 개요

 환경예산이 약 600억 감액됨. 하지만 기존 환경예산에 서해뱃길 등 토건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

므로 예산 감소가 환경정책 의지 결여라고 속단할 수 없음. 실제로 세계 주요 도시들 경우 환경 예산의 

비중은 서울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의 방향, 단위사업의 타당성, 집행의 적정성 등이 함께 고

려되어야 함.

 검토 결과, 2012년의 예산은 여전히 대규모 시설과 투자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전기차 등), 토

목 예산(하수관거 예산 등)의 비중이 높아 성장개발시대의 예산 틀을 벗어 나지 못했음. 제도 정비(혼잡

통행료 도입 등)와 시민의 참여(공원 관리위, 수돗물 평가단 등)를 통해 시민 주체의 시대를 열고, 새로

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신재생에너지 분야 등)를 통해 미래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필

요한 상황임. 

(2) 환경 예산 평가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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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국 

 - 2012년 예산은 2011년 대비 약 36%(2,302억)이 증액되어 8,654억1)임.  

 - 하수 관거 정비 예산이 943억원 늘어 2,737억원으로 증가했는데,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과 하수관

거 종합정비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하지만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해법에 대한 합의 없이, 수십 

개의 하수관거를 일시에 신설하고, 하수관거 종합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나 재정의 부담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임. 또한 실효성 검증 없이 효자배수분구(광화문 심

층 배수터널, 109억원)를 추진하는 것도 무리함. 따라서 하수관거 사업의 대대적인 추진은 하수관로

에 대한 점검과 종합적인 개선계획 후로 연기해야 하며(대폭 삭감), 효자배수분구 사업은 중단해야함

(전액 삭감).     

 - 치수 및 하천관리 예산은 1,349억이 늘어 1,667억 됐음. 세목 중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149억이 늘

어 423억인데, 인공하천 조성 과정에서의 과도한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지 않았음. 

또한 국가사업인 보금자리주택 내 여의천 하천복원(25억), 세곡천 하천정비(24억) 등은 서울시가 부

담하는 등 예산 계획이 방만함(2개 사업 전액 삭감). 특히 수방대책 추진 강화분야는 1199.7억 증가

한 1244.1억인데, 전혀 급하지 않은 펌프장 증설을 23곳서 추진하고,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을 곳곳

에 계획함(대폭 삭감). 특히 총사업비가 1,304억원과 1,595억원에 달하는 신월빗물저류배수터널(121

억원), 사당 빗물저류시설(77억)을 타당성 검토도 없이 추진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전액 삭감). 

 - 이러한 물관리국의 예산은 2010년 추석과 2011년 여름에 연이어 홍수가 발생하면서, 오세훈시장이 

밝혔던 22조 규모의 대책을 구체화한 것임. 하지만 위 계획은 사고 열흘만에 발표된 부실 계획이며, 

수해 원인을 분석해 맞춘 대책이 아니어서, 박원순 시장은 희망셈법 공약을 통해 백지화를 약속했던 

바 있음. 

 - 물관리국의 치수예산은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일단 시작하면 조정이 어려워 서울시 재정에 지속적으

로 부담을 주게 되고, 타당성이 극히 의심되는 정책이므로 전면재검토와 대규모 삭감이 필요함. 

○ 맑은환경본부

 - 2011년 대비 약 3.9%(204억) 삭감되었으며,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임 

 -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반영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예산이 수립되기도 했으나, 시민발전소, 에너지효율

화사업, 솔라펀드 설립 등의 공약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음.  

 - 그린카(전기승용차 385대, 전기버스 10대, 기반시설 등) 사업은 사업비 197억을 투입해 392대의 차

량을 전기 차량으로 대체하는 내용임. 이는 1대 당 5,026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지속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기 수요를 늘려 타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므로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임. 사업을 시범 사업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예산의 90% 이상 삭감이 필요함.  

 -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매연 저감 장치 부착사업) 예산은 684억이며, 2003년 이후 8년째 추진하

고 있음. 하지만 성과에 대한 분석과 운영에 대한 점검이 미흡한 상태여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대폭 삭감하고, 평가 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유지하는 정도여야 함. 

 - 자동차 수요 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부재하고, 

경차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의 대책도 미흡하므로,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 맑은환경본부의 환경 정책은 시설 투자와 기술개발에 의존하고 있어 지나치게 무겁고 비효율임(환경

기술주의). 정책의 개선과 생활권의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변화가 시급함.

1) 물관리정책과(165억), 물재생계획과(4,090억), 물재생시설과(1,911억), 하천관리과(2,4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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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국

하수관거 예산 (2,737억)

(하수관거 사업, 광화문 배수터널)

관거 대폭삭감

터널 전액 삭감

오세훈 시장이 지난 8. 4. 발표한 22

조 계획에 의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고 

예산이 과다함. 하수관거 분석과 종합

적인 수방대책 마련 후 추진해야 함. 

특히 광화문, 사당, 신월의 대심도터널

은 막대한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전

액 삭감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국

수방대책 사업 (1,667억)

(펌프장 증설, 대심도 배수 터널)

펌프 대폭 삭감

터널 전액 삭감

○ 푸른도시국

 - 2011년 대비 204억원 감소. 사방댐 등 공사비용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대부분의 공원 녹지예산이 

삭감됨. 

 - 특히 예산총액이 2008, 9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인데, 이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 등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줄여온 결과임. 하지만 2020년이 위 지역들에 대한 계획의 일몰 년도임을 고려한

다면, 토목사업 등을 위해 공원 매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 방기라 할 수 있

음. (대폭 확대). 

 - 생태계보전사업 예산 24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방댐 조성 102억, 사방사업 74억 등 대부분이 토

목사업임. 산사태의 원인과 사방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방사업은 재

검토 되어야 하며, 필요 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사방댐 예산 1/2 이상 삭감) 

 - 생활권 공원 확충 사업 중 노후공원 재조성 분야에 울란바타르시 서울숲 조성(28억)과 타슈켄트 서

울공원 조성(15.7억)이 포함됨. 이는 2011년에도 전시성사업으로 지적받아 삭감됐던 예산이었음. 

○ 한강사업본부

 - 2011년 대비 28억원 삭감된 494억원. 이는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시절이었던 2007년보다 적어진 

것으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1단계 완료와 박원순 시장의 공약했던 대로 한강운하(서해뱃길)와 한강

예술섬 사업을 백지화한 결과임. 

 -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많은 인공 시설들이 건설되어, 본부 예산의 70% 이상이 시설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상황임. 따라서 향후 시설의 운영방향을 수립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자산의 정리 및 조정이 

있어야 함. 공연 선박 등의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관공선 수도 적정하게 조정 해 관리비 17억원 중 

상당 금액을 삭감해야 함. 

 - 뱃길 운항과 지천합류부 준설을 위한 저수로 정비 사업비 38억원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해

야함. 특히 주요 사업인 지천합류부 생태복원 계획과 충돌하고 있어 시급히 정리해야할 사업임. 

 - 박원순 시장의 주요한 공약인 한강의 생태적 복원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함. 기본계획 수립 예

산 2억원은 과소하며, 한강숲 조성, 시민참여 공원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야 함.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5억 증액된 8,385억임. 차입금 규모는 여전히 1,250억에 이르고 있어 재정 

운영이 불건전한 상황임. 

 - 아리수 고급화사업(고도정수처리사업 등)의 급속한 추진은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동시

다발의 공사는 관리 인력의 확보 등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공사 진행률이 낮은 뚝도, 구

의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 완공 년도를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함.

 - 박원순시장의 공약인 수돗물의 음용율 제고와 신뢰 확대를 위한 예산이 미흡함. 옥내배관 개선 사업

의 강화, 염소 냄새 저감 대책 마련, 시민 평가단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함.

(3) 2012년 환경 예산 중 삭감 제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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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본부 

물관리국
세곡천/여의천 하천정비

49억

전액 삭감

과도한 인공사업에 따른 과다 사업비

와 운영비 대책 마련 후 추진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국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18.3억

전액 삭감

잠실 취수원 운영이나 수질 보전에 도

움이 되지 않는 관행적 공사임

맑은환경본부
전기승용차 보급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전기버스 보급

197억

대폭 삭감

재정투자가 과도하고(총 395대, 1대당 

5,026만원), 전기 사용 증가는 타 지역

에 부담 전가해 부적절

맑은환경본부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684억

대폭 삭감

성과 분석과 운영 점검이 미흡함. 평가 

체계 구축 후 추진

푸른도시국
음식폐기물 감량기기 시범도입

(중 기기보급 예산)

5.2억 중

5억 삭감

전기로 건조해 배출하는 방식은 해법

이 아니며, 1회성 이벤트는 문제

푸른도시국 사방댐 조성
102억

대폭 삭감

사방댐 동시다발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었고, 생태계 훼손 과다

푸른도시국
울란바타르시 서울숲 조성/

타슈켄트 서울공원 조성

43.7억

전액 삭감

노후공원 재조성 사업 아님. 2011년 

전시성 예산으로 삭감됐었음

상수도사업본부 뚝도․구의정수장 고도처리사업 대폭 삭감
재정 운영 부담 과중. 수돗물 신뢰 제

고 사업부터 추진하고, 연기

한강사업본부 뱃길 운항을 위한 저수로 정비
38억

전액 삭감

선박 위한 준설 불필요하고, 지천합류

부 준설은 생태복원 계획과 충돌 

실국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맑은환경본부 혼잡통행료 시행 기본계획 3억 (신규)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

맑은환경본부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5억 (신규)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 실패 등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

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

맑은환경본부 카프리데이 10억 (복원)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이용활성

화를 위한 시민축제 필요. 

푸른도시국 공원녹지 확충 대규모 증액
2020년 일몰 예정인 도시계획상 도시

공원지역의 매입 추진 반드시 필요

푸른도시국
노을공원 비전 및 

시민참여계획 수립
1억 (신규)

공원화 이후 관리 목표, 비전을 확립하

지 못했으므로, 중장기 계획 수립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방생 2억 (신규)
불법밀거래되어 서울대공원에서 쇼를 

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방생 훈련

도시안전본부
하수관거 실태 조사 및

종합적인 수방대책 추진
100억 (신규)

서울시 10,251㎞ 하수관거의 실태 조

사와 친환경적인 수방대책 마련으로 

과도한 토목개발 지양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10억 (신규)
시민참여, 시민주도 정책 위해 기구 설

치 및 운영 예산 확보. 시장공약사항

한강사업본부 한강복원 계획 수립 10억 (증액)
한강복원을 목표로 각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시장공약사항.

한강사업본부 한강숲조성 20억 (신규)
한강 둔치 및 제방 숲 조성. 타당성 조

사 및 시범 사업 진행 

(4) 2012년 환경 예산 중 증액 제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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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분야

여성일자리예산 확보와 폭력피해여성 지원 강화
민간거버넌스와 시장공약사업은 내용 담보 필요 

  2012년 서울시예산(안) 217,973억원 중 여성관련 예산은 여전히 5%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

며, 이 중 보육예산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에서 약속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확보는 긍정적이지만, 여성일자리에 관한 여성 경제력 강화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문제가 있

다.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에 반영된 2012년 사업은 전임 오세훈 시장의 여성행복프로젝트를 대체할 사업

방향을 명확히 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사업방향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1) 2012년 여성 예산 중 문제 예산

  박원순 시장 당선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에 발맞춘 여성단체 공익사업 지원 예산 

확보는 일면 긍정적이나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이 없고, 기금전출금을 당해년도에 소모하는 문제가 있다. 

해당 사업은 가급적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일반회계로 편성하거나, 기금사업으로 집행하더라도 일반공

모사업이 아닌 기획사업으로 별도 집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성폭력제로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의 경우 공약사항이나 프로그램과 내용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사업을 시설의 설치로 반영한 문제가 있다. 오히려 부족한 폭력피해여성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

하도록 하는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1 여성단체 공익사업 지원 2,000,000 사업내용 구체화 및 일반예산으로 편성 제안

2 여성폭력제로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500,000

공약사항 반영의 내용적 오류

센터 설립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전환 필요

<표 12> 2012년 여성 예산 중 문제 예산 (단위 : 천원) 

(2) 2012년 여성 예산 중 증액 대상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예산의 경우 2011년 의회 예산수정안에서 증액된 내용조

차 미반영 된 문제가 있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현실화의 경우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안된 만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시설운영지원 현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절실한 바 여성폭력제로종합지원센터 등 여성폭력관련 문제예산을 피해자보호를 위한 실질

적 지원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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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1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서비스 향상)

1,005,000

(전액삭감)
서울형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보다 인증강화 필요

2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

교육센터

335,426

(전액삭감)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중복 사업

3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105,660

(전액삭감)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부적절

4
여성행복시설 관리 및 

공감시정 강화

97,500

(대폭삭감)
여성행복시설 인증 및 홍보물 제작 비용 삭감

<표 14> 2012년 여성 예산 중 삭감 대상 (단위 : 천원)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고

1 여성일자리 
2,889,780

(일부 증액)

여성일자리 창출 2011년 수정예산 미반영분 : 

1,334,000천원 증액

여성인력개발센터 2011년 대비 삭감예산 복원 :

1,555,780천원 증액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8,977,200

(일부 증액)

12세미만아동양육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지원 (비교: 입양아동양육비 지원 15만원/월) 

24,643,208천원→33,620,408천원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50,000

(일부 증액)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현실화 (시비分)

-성폭력상담소 운영 : 200,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 150,00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200,000

4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261,600

(일부 증액)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 90,000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 171,600

5 이주여성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300,000

(일부 증액)
이주여성전문상담소 설치 예산 확보
1,212,619천원→1,512,619천원

<표 13> 2012년 여성 예산 중 증액 대상 (단위 : 천원)

(3) 2012년 여성 예산 중 삭감 대상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와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사업에 관한 정책방향의 재고가 필요하다. 인증사업 

확대 및 해당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존 인증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제안한다. 이외에 기존

의 시설과 중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2011년 예산심의에서도 삭감대

상이었던 여행인증 관련예산을 재편성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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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세부사업 2012년 예산 감축안 증감

도시안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양교 확장 800,000 0 △800,000

고척교 확장 900,000 0 △900,000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200,000 0 △200,000

월계2교외 1개소 확장공사 100,000 0 △100,000

<표 15> 도로, 교통부문 감축 예산 (단위 : 천원)

4) 교통분야

(1) 2012년 교통 예산 중 도로, 교통부문 감축 목록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서 2011년 이전부터 기추진 중이던 사업이 아닌 2012년에 새롭게 추진되

는 신규사업 중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 

시기 조정 등을 통한 예산 삭감

(2) 2012년 교통 예산 중 도로, 교통부문 증액 목록

○ 2012년 서울시 도로, 교통부문 예산안 검토 결과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사업예산이 0원으로 잡혀 

있어 이후 자전거 도로와 같은 기본적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됨.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실제 자전거 이용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하여 현재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대표가로변에 보기 좋게 꾸며놓은 자전거도로

에 불과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율이 높은 지구, 현재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로 등 작은 지역단위로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자전거 도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 산정 : 전용도로 1km 공사비(2011년 평균 23,2320백만원/47.17km) = 4억 8,800만원

  - 전체 사업비 : 20km × 4억 8,800만원/km = 약 50억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에코마일리지와 같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사업비 산정 : 인센티브 비용 - 5,000명×6.8km×180일×66원=400,000,000원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비 - 50,000,000×12월=600,000,000원

○ 2012년 서울시 도로, 교통부문 예산 중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교통수요관

리 정책 집행예산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혼잡통행료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에 대한 사업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수요관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비 : 교통수요관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실국 세부사업 2012년 예산 증가안 증감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0 5,000,000 5,000,000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 시범사업 0 1,000,000 1,000,000

교통수요관리 기본계획 수립 0 1,000,000 1,000,000

<표 16> 도로, 교통부문 증액 예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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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도로, 교통 유관예산 개선안

○ 2012년 서울시 도로, 교통부문 관련 예산 중 도시교통본부 등 서울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이 

아닌 타 부서 예산 중 맑은환경본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예산의 경우 전기차 보급에 중심을 두고 있

어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 및 시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 소형차 보급 확

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비용은 많이 들면서 일반시민들의 소비수요가 아직은 작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2012년 예산 중 전기차 보급

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중, 장기 전기승용차 보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한 재검

토가 필요함.   

○ 2009년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2007년부터 서울시와 민간 환경, 시민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개최

하여 차 없는 날 행사 및 차 없는 거리 확대를 위한 캠페인이 시민 없는 캠페인으로 전락하고 급기야 

2011년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고 캠페인의 내용도 과거로 회기하고 말았다. 따라서, 서울 승용차 없는 

날 개최를 위한 건강한 민, 관거버넌스 회복과 함께 관련 예산(캠페인 예산,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예

산 등)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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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분야

(1) 2012년 문화 관련 예산 중 삭감 리스트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관 조성

 - 항목 및 주문 ; 약 14억원. 전액 삭감

 - 시유 : 사업주체의 재정운용 불투명 및 재정 사고. 사업의 타당성 및 형평성 부족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 항목 및 주문 : 약 81억원. 증액 미반영 및 추가 삭감

 - 사유 ; 서울시 디자인 사업의 대폭적인 축소에 따른 운영 효율성 재검토. 서울시디자인재단 사업 전

반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감축 필요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 항목 및 주문 : 약 90억원. 전액삭감 및 사업계획 재검토

 - 사유 : 대표적인 불용사업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전환 부적절. 기존 문제점 검토 및 창덕궁 주변지

역 관련 문화유산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후 세부사업 추진

○ 120 다산콜센터 (운영, 관리, 고도화)

 - 항목 및 주문 : 약 225억원. 다산콜센터 운영방향 및 관련 예산 전면 점검. 단계적 감액.

 - 사유 :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사업 방향 및 예산 집행. 예산의 효율성 매우 낮음. 서울

시 민원 및 홍보 관련 미디어 사업방향 재설정

○ 문화지구 육성 및 지원 

 - 항목 및 주문 : 약 52억원. 대부분 삭감

 - 사유 : 문화지구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전통문화축제, 실개천 유지관리 등에 예산 집행되고 있음. 

해당 문화지구의 상업화 가속시키는 사업 진행 중단하고 문화지구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한 사

업 재설정 필요

○ 패션산업 관련 (글로벌 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지원)

 - 항목 및 주문 : 약 72억원. 대부분 삭감

 - 사유 : 특정 산업과 시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인프라 및 시스템 지원으로 전환 필요. 현재 사업

은 적절성 및 효율성 매우 낮음. 지역문화 및 창의산업 관련 사업으로 지원 대상 및 방향 전환 

필요

○ 관광안내소 운영 

 - 항목 및 주문 : 약 63억원. 증액 미반영 및 삭감

 - 사유 :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확대는 실효성 및 타당성 부족. 대규모 종합관광안내센터보다는 마을, 

지역의 문화자원 및 콘텐츠와 연계되는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필요. 서울시 관광안내소 전

반에 대한 운영 방향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 시급

○ 효자동사랑채 관광 명소화

 - 항목 및 주문 : 15억원.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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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 : 반복적으로 제기된 전시성 사업. 서울시 예산 투입의 타당성 낮음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

 - 항목 및 주문 : 14억원. 증액요청 미반영

 - 사유 : 기존 삭감 예산 증액 재요청. 서울시 전체 축제와의 관계성 고려하여 하이서울페스티벌 정체

성 재검토. 서울의 문화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시 주도의 대규모 축제보다 자율적인 거리예

술, 마을축제 활성화 등 모색 필요

○ 서울썸머세일 

 - 항목 및 주문 : 약 5억원. 전액 삭감

 - 사유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없음. 시 예산 투입 사업으로 부적절

2. 2012년 문화 관련 예산 중 증액 리스트

○ 문화예술축제행사 평가시행

 - 항목 및 주문 : 예산 증액

 - 사유 : 서울시 문화예술축제행사 평가 관련 지표, 시스템 등 개발/활성화 필요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항목 및 주문 : 예산 증액

 - 사유 : 서울시 도서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

○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항목 및 주문 : 예산 증액 및 사업수 확대

 - 사유 : 지역 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 우리동네 생활사 자료 구축 

 - 항목 및 주문 : 감액 철회 및 예산 증액

 - 사유 : 관광, 문화유산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활성화 필요

 

○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발굴

 - 항목  및 주문 : 감액 철회 및 예산 증액

 - 사유 : 관광, 문화유산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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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업명 및 개요 예산액 삭감사유

도시

계획국

잠실운동장 스포츠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사업별설명서 83쪽)

- 잠실운동장의 체육시설 복합화를 통해 시

설활용도를 높임

- PIMAC 적격성 검토 결과(2011년): 경제

성 낮음

- 사업진행방식을 두고 용역예산이 반영되었

음

0.8

동사업의 경우, 올해 타당성검토에서도 경

제성이 낮다고 제안됨

민간투자사업을 전제로 하여, 주변 공공기

관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권을 민간사업자

에게 주는 ‘특혜성 사업’ 우려

용역전에 정책적 타당성 및 개발 사업으

로 인한 주변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성북 전통문화지구 조성사업

- 성북동의 전통자원들을 관광자원화

-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여 불가피

6

1. 동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타당성 결여

2. 기존의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 상

의 추진 경과에 대한 검토 필요

[비재정]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협약 

재조정 필요

- 총사업비 2조 2천억원의 사업 중 서울시가 

1조 4천억원 투자함으로서 사실상 재정사업

임에도 민간사업자에게 편향적인 협약 체결

-

재정 투여 비율에 맞게 사업의 위험(리스

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기존 협약에 대한 

재검토 필요

도시안전

본부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개설사업

- 총사업비: 4,561억원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 중

이나 현재까지 보류중이었음.

1. 동 구간에 급행철도 계획도 병행 수립

되어 있는 상황임.

2.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자동차 전용

도로의 수요예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겸재교 건설 사업

- 민자사업인 용마터널 진출입 교각의 설치 1,135

1. 민자사업인 용마터널 사업의 경우, 서울

출입부분(중랑구)의 철거주민에 대한 보상 

미실시

2. 사실상 민자사업인 용마터널 진출입로에 

대한 부속사업임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일방

적으로 유리한 협약 체결 재검토 필요

2011년 미반영 도로개설 사업

1. 용비교~행동중간 도로개설

2.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

3. 안양교 확장

4. 구로역~남부순화로간 도로개설

5. 고척교 확장사업

6. 디자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7. 성암로 병목간 개선

8. 월계2교외 1개소 확장공사

- 동 사업들은 모두 2011년 이전에 계획

된 사업들로서 2011년에는 전혀 예산반영

이 안되었다가 갑자기 2012년 예산안에 

일괄 반영된 도로개설사업들임. 

- 이 경우 단기간에 서울 곳곳에서 갑자

기 도로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기힘들기 때

문에, 2011년 예산미반영의 이유가 타당

하다면 2012년 예산안에도 미반영하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임. 

6)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1) 2012년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예산 중 삭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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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업명 및 개요 예산액 증액사유

주택국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건립 지원

- 다양화된 임대주택 등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케어의 필요성 증대

- 내년초 해당 조례 통과에 따른 예산확보

50

1. 물리적 공간이 주택공급만으로는 주거

복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없음

2. 지속적인 거주자에 대한 역량강화 프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거점형 주거복지센터가 필요

<표 18> 2012년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예산 중 증액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및 개요 예산액 삭감사유

도시안전

본부

용산역 전면도로 신설

- 기존 용산역 앞 도로의 확장 사업

2,540

1. 현재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사

업계획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음. 따라

서 용산역 전면도로의 수요에 변경이 생

길 수 있음.

2. 총사업비 중 토지매입비가 2,360억원

에 달하는 것은, 사실상 도로의 필요성보

다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더 큰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구성으로, 타

당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음. 

<표 17>  2012년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예산 중 삭감사업 (단위:천원)

(2) 2012년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예산 중 증액사업

(3) 2012년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기타 정책제안

 ○ 가든파이브사업에 대한 공동검증단 구성 제안

 ○ 대안적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모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