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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계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신축 공사비,

감리비 등

13,506,947 690,000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별관 신축 부지 확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매도자 매매의사

철회 등으로 무산,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추가

기간 소요로 관련예산 이월 불가피
자치단체경상보조 252,000 -

시설비 3,613,710 640,000

감리비 961,237 50,000

시설부대비 80,000 -

자치단체 자본보조 7,800,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0 -

2 장애인자립
생활기반조성

장애인복지
시설확충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계 우성장애인요양원

생활관개보수

- 총사업비

1,408,014천원

(자부담50,000천원

포함)

- 기능보강사업비:

1,249,484천원

- 구조보강공사비:

158,530천원

2,852,735 1,358,014 구조 보강에 대한 사업비가 변경되어 발주가

지연(자치구 발주 사업) 되었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개보수 공사 시 거주민

이동 등의 문제로 조속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연내 추진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불가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852,735 1,358,014

명시이월사업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2 -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3 장애인자립
기반구축

장애인복지
시설 확충
지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
지관 별관
건립

계 시설비(설계비) 및

감리비,시설부대비

전액 이월

234,600 234,600 당초 예정된 복지관 부지 매입이 중단되어,

대체부지 선정 등 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하여 지속 추진 예정

시설비 200,000 200,000

감리비 32,000 32,000

시설부대비 2,600 2,600

4 장애인자립
기반구축

장애인복지
시설 확충
지원

시립북부장애인
복지관
증축

계 시설비(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미집행액 전액이월

1,546,163 1,545,565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사업비가 증액되어

투심및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18년에 미집행액을

전액 이월해 공사 정상 추진

시설비 1,500,000 1500,000

감리비 31,163 31,163

시설부대비 15,000 14,402

5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계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공사

및 감리용역 1차시

계약이 ’18년에

완료되어 준공금 등

명시이월

2,818,000 1,830,000 스페이스 살림 건립공정에 따른 1차 공사 및

감리 계약기간이 ’18년에 완료되어 준공금 등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발생

- 1차 공사 : ’17.11월 말 ~ ’18.4월

- 감리 : ’17. 9. 18.~’18. 10. 7.

사무관리비 200,000 -

시설비 1,998,000 1,330,000

감리비 600,000 500,000

시설부대비 20,000 -

6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서울 디딤플라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계 디딤플라자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용

으로 건립사업 전체

일정 지연으로

’18년으로 이월하여

추진

180,000 180,000 디딤플라자 건립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18년 상반기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예정으로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180,00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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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계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건

립사업 공사비 등

3,636,000 2,663,541 설계공모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사용자

중심의공간활용을위한의견수렴과정등을

거치면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공사 착공

지연으로 이월 불가피

시설비 3,536,000 2,593,541

시설부대비 100,000 70,000

8 역사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계 초안산 분묘군

토지매입 및 아차산

일대 보루군

보수정비

사업비(실시설계비)

26,324,164 2,740,965 ∘초안산 분묘군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이월발생 예상(현재 열람공고 진행)

∘아차산일대 보루군 복원정비 사업 중간설계

용역 지연(문화재청 및 관계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보완 중)으로 설계비

이월 불가피

시설비 7,750,000 2,740,965

사무관리비 143,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18,431,164 -

9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삼청각
리모델링

계 삼청각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

3,000,000 2,943,159 리모델링 설계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업체를

선정하지 못함(’17. 7)에 따라 설계 및 공사비

이월 불가피
사무관리비 10,000 10,000

시설비 2,360,000 2,303,159

감리비 626,000 626,000

시설부대비 4,000 4,000

10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계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 공사 사업비

이월

1,924,675 1,882,000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전적정성 검토에 의한

내진성능평가실시에 따른 사업기간 증가로

’17.10월 현재 설계공모,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어 예산 이월 불가피

시설비 1,736,000 1,721,000

감리비 107,000 107,000

시설부대비 55,000 54,000

민간대행사업비 26,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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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복합시설조성 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이월

18,063,000 1,075,329 ’17.10월 착공하여 ’18.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 검토에 의한

사업기간, 공사비 증가로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 시설비 잔액 이월 불가피

시설비 17,841,000 1,075,329

사무관리비 177,000 -

공공운영비 45,000 -

12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월

3,405,780 270,000 무중력지대 조성 준공시점이 '18.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준공 시점에서 집행되어야 할

시설 내부 물품 구매를 위한 비용을 이월하여

집행 필요

자산및물품취득비 370,000 270,000

사무관리비 272,000 -

공공운영비 180,000 -

민간위탁금 825,780 -

시설비 1,318,000 -

감리비 60,000 -

민간대행사업비 380,000 -

13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계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길음)

공사비 및 부대비

이월 발생

8,304,387 918,375 ∘마을배움터설계용역중대지경계와

지적도불일치로설계전실측이추가

진행되어용역기간이연장(‘17.6.22~11.30)되어

연내준공이어려워이월불가피

∘마을활력소(길음중)는교육청과의업무협의(‘17.

3.~8)로 설계가지연

(‘17. 8.29.~11.28)되었고학교라는특수성을

고려, 방학기간에착공될예정으로연내

준공이어려워공사비이월

시설비 954,933 853,512

감리비 29,863 29,863

시설부대비 35,000 35,000

자치단체자본보조 6,873,000 -

사무관리비 101,591 -

공공운영비 6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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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화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육성지원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계 서울 시네마테크
설계공모 지연으로
설계비 이월 발생

891,000 862,000 설계공모추진과정에서국내·외지명건축가

초청및선정에예정보다많은시간이소요됨에

따라공모기간과당선작선정('18년초)이

지연되어설계비이월이불가피

시설비 881,000 862,000

사무관리비 10,000 -

15 신성장
산업육성 지원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G밸리(서울디지털산
업단지) 활성화추진

계 -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관련영향평가
(교통,소규모환경)
용역비
- G밸리메인스트리트
(상징가로) 조성
사업비

1,233,048 995,031 ∘G밸리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

수립(’16.12~‘18.7)에따른영향평가용역(교통,

소규모환경) 추진중으로준공(18.7) 후

잔금지급예정

- 계약기간 : 교통(’17.6~’18.7),환경(’17.9~’18.7)

- 계약금액 : 150,687(교통), 113,074(환경)

- 선금지급 : 45,188(교통), 22,590(환경)

- 이월금액 : 105,499(교통), 90,484(환경)

∘G밸리메인스트리트(상징가로) 조성사업은

자치구재배정사업으로 (’17.7월, 사업비

799,048천원재배정완료) 연내설계발주후

내년도공사예정으로이월필요

시설비 1,099,048 995,031

사무관리비 25,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 -

16 신성장
산업육성지원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조성 및 운영

계 홍릉바이오의료
앵커조성 공사비 등

18,855,855 3,120,446 서울바이오허브신관동, 별관동공사 2단계

발주를위한사전절차이행으로공사일정지연에

따른사업비용이월불가피
시설비 13,875,729 2,175,334

감리비 835,994 69,694

시설부대비 382,614 364,314

자산및물품취득비 861,518 511,104

사무관리비 100,000 -

공공운영비 72,000 -

민간위탁금 2,72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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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성장
산업육성지원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계 회기로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 조성
공사비

470,000 300,000 회기역주변전력지중화공사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협의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

공사비이월불가피
시설비 400,000 300,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대행사업비

70,000 -

18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
조성

도시농업
육성지원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

계 설계공모관리 용역

‘18년 준공으로

이월발생

625,000 300,000 기본계획기술용역이 ‘17년 8월완료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17.10~’18.4) 중에있어설계공모

관리용역비이월발생

시설비 625,000 300,000

19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시민체육공간
확충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공모비 이월

1,200,000 1,200,000 중앙투자심사('17.8), 공유재산심의('17.9),

공유재산관리계획시의회의결('17.11) 등 선행

절차이행등으로연내설계공모가어려워

이월액발생예상

시설비 1,200,000 1,200,000

2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시민체육공간
확충

서남권 돔구장 인전
및 편의시설 확충

계 공사 시행중 발생이

예상되는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지장물 이설비

등에 대한 이월

2,670,000 2,232,212 전문가자문, 서울시도시디자인위원회심의결과

반영에따른설계및공사('17.10월발주

예정)일정지연으로해당공사와관련한지하

지장물이설비등에대하여이월액발생

시설비 2,615,000 2,182,212

감리비 50,000 50,000

시설부대비 5,000 -

21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및
인조잔디교체

계 ’18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1,669백만원)

1,669,000 1,669,000 공공체육시설개보수사업(우레탄트랙,

인조잔디)지원비 1,669백만원을 50%

매칭사업으로교부받았으나, 지방비 50%가

’18년도에편성됨에따라이월액발생
시설비 1,669,000 1,6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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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
인프라확충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월 후

추진

5,203,000 2,000,000 ∘서울대공원야구장조성(1,000백만원) : ’16년말기

조성된서울대공원야구장2면에대한운영자모집이

지연되고있는상황으로인접부지야구장1면추가조성

방안이미확정되어’18년도로이월후추진

∘평화의공원내축구장조성(1,000백만원) : 환경단체반대

및공원심의로사업이지연되어대체부지

검토(마포구)에따라’18년도로이월후추진

시설비 3,823,000 2,0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380,000 -

23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양평1유수지
CSOs저류조 설치

계 양평1유수지

CSOs저류조 설치

공사 공사비 등

9,200,000 3,494,000 '16년환경부국비승인및교부지연에따라

발주및착공('16.12..5)이지연되었고 ('18년말

공사공정율이 83.3%로예상) 국비매칭(50%)

사업으로시비확보가전제되어야하므로이월

불가

시설비 8,493,000 2,793,000

감리비 677,000 677,000

시설부대비 30,000 24,000

24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계 시설비 870백만원,

감리비 30백만원

900,000 900,000 부지보상액증가(100억원)로보상절차(관악구) 및

공사착공지연발생에따른사업비이월
시설비 870,000 870,000

감리비 30,000 30,000

25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계 시설비 800백만원 800,000 800,000 중랑천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에 생태회복

중요성을감안하여생태분야관련자문(5~8월)

수행및환경영향평가(9~12월) 등을거쳐

사업추진일정이지연, 연내 공사 착수가

어려워예산액전액(800백만원) 이월 필요

시설비 800,000 800,000

26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계 시설비 3,500백만원

(저류조 공사비)

3,500,000 3,500,000 사업시행전주민설명회및입주자대표면담

등으로공사발주가지연되어사업비이월필요
시설비 3,300,000 3,300,000

감리비 200,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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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뚝섬전망
문화복합
시설
운영 및
관리

계 뚝섬 자벌레

시설개선 공사비

등

1,828,964 870,000 창의적인시설운영개선방안에대한추가검토로

사업추진일정이늦어져기본계획수립후설계,

공사등을소요기간을감안공사비이월불가피
사무관리비 25,000 -

공공운영비 483,964 -

행사운영비 150,000 -

시설비 1,160,000 870,000

시설부대비 10,000 -

28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

한강 관광
자원화

공공 예술공간
조성- 경상

계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홍보 및

유지보수비 이월

1,600,000 1,141,056 사전절차 (공공미술자문회의, 자체 자문위원회

등) 이행 및 작품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 불가피사무관리비 1,600,000 1,141,056

29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계 친환경 셔틀버스

환승장

조성 등 필수시설

공사비

1,000,000 846,200 현기술수준및시장상황에띠른

도입대상결정(친환경교통수단종류)의추가

검토로사업추진이지연되어이월불가피

<기술및시장상황>

- CNG친환경연료에서제외('17.7.)

- 기술개발중인전기버스의안정적운행

가능성(기술능력) 확인등

사무관리비 10,000 -

시설비 990,000 846,200

30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녹색복지센터건립 계 녹색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등

1,997,000 1,997,000 ∘실시설계추진중추가운영공간및시설

등에대한전문가(MP) 자문수차례반영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및

도시공원위원회심의에따른보완등

사전절차이행에상당시간소요로

금년공사시행이불가하여이월불가피

(’18년초공사발주예정)

시설비 1,960,000 1,960,000

감리비 30,000 30,000

시설부대비 7,00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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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생활권 공원
확충

노후공원
재조성

청소년
체험의숲조성

계 청소년 체험의숲

조성비

1,500,000 1,440,983 ∘시설설치를위한제품선정및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체결, 국내에없는

모험시설 (네트어드벤처) 설치설계검수,

공원조성계획변경심의시행으로장기간

시일이소요되었고,

∘또한 10억이상공사로공사발주를위한

사전절차(건설기술심의및계약심의등)

이행에상당기간소요예상되어연내

사업완료가어려워명시이월불가피

사무관리비 2,000 -

시설비 1,491,000 1,437,983

시설부대비 7,000 3,000

32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추모비)

계 추모비 설치를 위한

용역비 및 공사비 등

300,000 291,600 ∘우면산내추모비설치에대한지역주민
반대, 유관기관협의등으로인하여장소
선정에만 9개월이소요되었으며
∘현재유가족의견을반영한추모비디자인
및설계용역중에있으며
∘'17. 11월중기념비심의와 ‘18년상반기에
추모비설치(안)을반영한공원조성
계획(변경) 추진및도시공원위원회심의등
사전절차가예정되어연내사업완료가
어려워명시이월불가피

시설비 300,000 291,600

33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계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17,000,000 17,000,000 본사업의선행연구인「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검토및환경성제고방안연구」용역

준공기한이연장(‘17년 12월말)되어용역준공금

이월불가피
시설비 17,000,000 1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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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전한청소년
육성및복지
서비스증진

청소년
시설확충
및운영개선
추진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계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3,000,000 2,984,325 부지매입사전절차인도시계획시설(청소년시설)
결정보류에따라조치사항이행및
현장소위원회를거쳐야하는바, 연내부지매입
불가로명시이월필요
* 市도시계획위원회보류사유
- 부지제약사항고려창의적인건축계획수립
- 차량진출입동선면밀검토
- 홍제천복원계획과의정합성확보

사무관리비 12,000 12,000

시설비 2,988,000 2,972,325

35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계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설계공모비

6,217,344 150,000 중앙투자심사위원회통과(‘17.8.18),

시 공유재산심의회심의(결과 : 적정, ’17.9.26)를

통과후현재시의회(11월) 재산관리계획

상정예정으로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이선행(12월내)되어야하므로설계공모발주

불가하여명시이월불가피

시책업무추진비 5,200 -

민간위탁금 5,959,144 -

시설비 253,000 150,000

36 디자인
역량강화

SOFT
서울기반 구축

공공미술 프로젝트 계 공공미술작품 설치

시설비 이월

3,600,000 1,200,000 ∘서울의관문에 ‘경계’가가지는의미를

표현하고, ‘환영’의의미를전하는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사업으로

∘사업의중요성을감안하여명시이월을통해

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토록함

사무관리비 1,100,000

시설비 2.500,000 1,200,000

37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운영

등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계 공사비 이월 4,310,500 450,000 ∘자치구재배정사업으로설계용역이

2018.1.22.완수

(2회유찰및설계기간 10개월등)될예정에있어

공사비명시이월

시설비 4,270,000 45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 -

사무관리비 37,000 -

38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인프
라 확충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 조성
타당성 용역

계 시설 건립

사업비 이월

20,000 20,000 ∘부지미확정으로연내집행이되지않은

예산으로 ’18년사업추진을위해명시이월
시설비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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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계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월

314,400,000 21,176,433 ∘전동차 구매비용 중 공항철도 직결 여부

미확정으로 구매 보류 중인

차량비(18,137백만원) 및

시운전비(1,000백만원)

∘하반기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2,000백만원)

∘조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70백만원) 등이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304,667,000 21,137,000

감리비 9,433,000 -

시설부대비 300,000 39,433

2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진접선(4호선연장)차
량기지 건설

계 중앙정부 행정절차
협의 기간소요로
공사비 및 감리비 등
이월

10,050,000 7,971,813 ∘ ‘16.12.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변경

(차량기지 위치) 승인 지연으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17.11 사업계획 승인 신청 예정임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및,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 협의 소요 기간을 감안,

공사비 및 감리비 등 이월

(‘17년 이월액 감안 ’18년 예산 조정)

시설비 9,000,000 6,921,813

감리비 1,000,000 1,000,000

시설부대비 50,000 50,000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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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계 설계비 이월 900,000 900,000 ∘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중(’16.5. 이후 진행중,

기획재정부)으로,

’17년 회계연도 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발주·계약 및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

필요

- ’17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예상) 시

’18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설비 900,000 900,000

4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신림선 경전철 건설
(민자)

계 시설비 32,656,000 9,400,000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18년

1.15일 이후로 지급가능한 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시기 미도래 (9,400백만원)시설비 31,656,000 9,400,000

감리비 1,000,000 -

5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동북선
경전철 건설 (민자)

계 설계감리비 이월 600,000 500,000 ∘동북선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실시설계

미시행중으로 건설사업관리(설계 감리)

투입시기 시기 조정필요

- 실시협약 체결후 실시설계 공정율 80%시

건설사업 관리 (설계감리) 투입예정

감리비 500,000 500,000

시설부대비 100,000 -

6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9호선
보훈병원역(가칭)5번
출구 타당성 용역

계 공사비 이월 35,000 35,000 ∘9호선 3단계 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본공사 지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시설비 35,000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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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계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4,753,000 967,000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조성사업설계중

주민설명과정에서반대민원제기로이에

대한이해설득및협의에따른설계지연
시설비 4,685,000 947,000

감리비 20,000 20,000

사무관리비 48,000 -

2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버스서비스
이용제고

종로,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 이월

16,898,000 10,168,147 ∘ BRT(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시행

중(공정률 30%)이며, 단계별로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18.상반기 완료

예정임.

- BRT : ‘17.12월 완료 예정

- 자전거도로 : 기본설계 중

- 보행환경개선 : 기본설계 중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개선 건은 금년

내

사전절차 후 ‘18년 초 공사 예정

사무관리비 200,000 97,997

시설비 16,150,000 9,862,950

감리비 545,000 204,200

시설부대비 3,000 3,000

3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개선

버스서비스
이용제고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월

8,000,000 8,000,000 o 현재 공사 발주 준비 중이며, 당초 금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였으나, 사당역

주변

교통체계 검토 및 지역주민 설득 등

사전절차에

장기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동절기

굴착공사)

o ’18.5월까지 공사 시행 예정

시설비 7,750,000 7,750,000

감리비 246,000 246,000

시설부대비 4,000 4,000

○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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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개선

버스서비스
이용제고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월

7,000,000 6,833,897 o 현재 공사 발주 준비 중이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남제2고가차도

철거공사(1~2월)와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임.

o ’18.5월까지 공사 시행 예정

시설비 6,800,000 6,633,897

감리비 196,000 196,000

시설부대비 4,000 4,000

5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광역철도
건설사업
(교통개선분담금)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월

4,258,000 4,091,000 ∘‘17년 8월 공사착공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18년 1월 이후

보존부담금 납부예정이며 보상 절차

법정 소요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4,091백만원)

-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및 보상비

시설비 4,091,000 4,091,000

감리비 161,000 -

시설부대비 6,000 -

6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교통개선분담금계정)

계 보상비 이월 2,000,000 2,000,000 ∘증액요구사업에서 17년예산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예정(분당선 연장선이 제3차 국

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16.6.27)됨에 따

라 현재 교통수요 재분석 시행중으로사

업추진이곤란하여조속한사업추진을위한

토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월 필

요)

시설비 2,00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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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계 보상비 이월 1,950,200 1,680,000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17. 9. 21일 추가

증액(1,680백만원) 통보가 있으나 금년에

시비매칭분이 미확보되어 있으며 시기적

으로도 대상지선정, 설계, 유관기관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금년에 사

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후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코자 함.

※ 11.29 간주처리 완료되어 상임위(11.27)

미상정

시설비 1,940,000 1,680,000

감리비 5,000 -

시책업무추진비 5,200 -

8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도심연결
자전거도로망 구축

계 공사비 이월 2,043,480 816,652 ∘자전거도로 구축예정 노선인 서강로

(L=1.4km)의 사업시행전 사업대상지(마포

구)에서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통하여 의

견 등을 사업에 반영한 후 사업 시행토

록 요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설명

회 소요기간 및 공사발주, 입찰공고 등

을 고려할 때 금년에 공사계약이 불가하

여 명시이월후 내년 상반기중 사업을 완

료하고자 함.

시설비 2,043,480 81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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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공영차고지 신규
확충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계 공사비 이월 3,300,000 3,292,863 o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7.9월 투자심사 결과 반영을 위해

준공을 연기한 상황이므로 ’17년도

회계연도 내 공사착공은 어려워 명시이월

불가피

- 기본및실시설계 ’18.3월 완료후

공사발주예정

시설비 2,790,000 2,782,863

감리비 500,000 500,000

시설부대비 10,000 10,000

2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사업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월

32,039,000 5,927,050 ∘국비 6,000백만원 추가 배정예정에 따른

이월

(6,000백만원)

∘조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80백만원) 등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30,899,000 5,879,056

감리비 1,030,000 -

시설부대비 110,000 47,995

3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사업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월

12,700,000 5,000,000 ∘‘17년 8월 공사착공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18년 1월이후

보존부담금 납부 예정이며 보상 절차

법정 소요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5,000백만원)

-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및 보상비

시설비 12,037,000 5,000,000

감리비 619,000 -

시설부대비 44,000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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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건설 광역도로건설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계 공사비 이월 9,800,000 9,072,733 ∘본 사업은 중앙정부와매칭사업(국비 50% 지

원받는광역도로사업)으로, 국토부에서2017년

국비 93억원중 6억원만 선 배정하고 나머지

87억원을11월에배정함

∘또한, 현재 본 사업은 기본및실시설계용

역중(2016.11.~2018.05.)이기에,

∘2017년 국비9,072,732,26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하반기도로확장사업비로사용하고자함.

시설비 9,650,000 9,072,733

감리비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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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추진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사업추진

계 공사비 등 3,734,000 615,000 ∘채석장전망대 조성공사 설계

지연(’17.12월말 완료)으로 연내 착공

곤란

∘공사비(355백만원),

설계공모비(260백만원)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1,978000 615,000

사무관리비 358,000 -

공공운영비 2,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153,000 -

민간대행사업비 1,223,000 -

2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추진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계 용역비 1,664,400 1,400,000 ∘현재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 수립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 완료 후 ’18.3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시설비 1,656,000 1,400,000

사무관리비 8,400 -

3 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
전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

계 공사비 이월 1,500,000 1,300,000 ∘필운대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종로구에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지연되었으나,

∘’17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18년

상반기 착공예정으로 공사비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1,500,000 1,300,000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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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1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계 공사비 및
유물구입비

51,047,000 16,466,990 ∘ 문화재 발굴 및 심의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공사 발주 시기 미도래

∘ 12월 설계용역 준공과 함께 공사 및 감
리용역 발주하여 내년 3월 착공(예정)

∘ 유물구입평가절차및기간이길고내년도

유물구입을위해유물구입비일부이월불가피

시설비 42,906,000 10,526,980

감리비 417,000 417,000

자산및물품취득비 7,694,000 5,523,010

시설부대비 30,000

2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계 시민생활사박물관
공사비 등

9,653,501 9,338,222 ∘건축설계에 마스터플랜 계획 및 기초보

강 계획반영 등으로 설계가 지연됨에 따

라 시설공사는 착공(10월)하였으나, 전기,

기계, 설비 등 관련 공사는 금년도내 원

인행위가 곤란하여 이월 불가피

시설비 8,666,102 8,666,102

감리비 667,120 667,120

시설부대비 15,000 5,000

기간제근로자보수 52,732 -

사무관리비 42,547 -

기타보상금 10,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

3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계 설계비 500,000 500,000 중앙투자심사 통과(‘17.5월), 공유재산관리
계획 가결(’17.9월) 후, 설계공모 준비 중으
로 공고기간만 3개월 이상 내년 초에 당선
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설계비 이월 불가피

시설비 500,000 500,000

4 공원녹지정책개
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계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공사비 등

35,697,500 2,066,096 서울숲야외무대재정비사업(이월액:566,852천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 (이월액 : 93,000천

원), 오금공원 다목적경기장 정비사업(이월액

250,000천원), 매봉산 음악당 덮개 공사(이월

액 : 1,156,244천원) 등 각종 보수정비사업

에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사전

이행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향후 설

계, 공사발주 기간 등을 감안하면 연내 사

업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함

사무관리비 58,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8,719,000 -

시설비 26,829,500 2,066,096

시설부대비 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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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5 생활권 공원
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초안산
근린공원(노원)
조성

계 초안산근린공원
(노원)조성 공사비,
시설부대비

2,547,000 1,637,912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전문가자문

및 사업추진관련 업무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사전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사업대상지내 무허가건물

거주자(3세대) 미이주에 따른

명도소송(소장접수일 ‘17.9.29.) 진행으로

인해 상당한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명시이월이

불가피.

시설비 2,540,000 1,630,912

시설부대비 7,000 7,000

6 생활권 공원
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오동
근린공원(강북)
조성 등

계 오동 근린공원
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8,026,066 1,400,000 ∘오동근린공원복원조성사업

설계용역은현재

도시계획시설중복

결정(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중이나, 일정이다소지연되어금년내

설계용역발주불가하므로명시이월이

불가피

시설비 8,026,066 1,400,000

7 생활권 공원
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계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공사비

17,227,000 4,882,24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문화재심의위원회 결과 ‘사업시행전

대상 부지에 대한시굴조사시행’을

조건으로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

통지되어현재 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조사결과 반영 필요),

공사대상지 중 일부미보상 부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바,

∘연내 공사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명시이월 추진

시설비 17,227,000 4,882,241



- 21 -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8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계 공사비, 용역비 11,520,000 10,893,000 ∘시민·환경단체 등의 환경성․안전성

우려 제기,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 등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됨

∘설계 등의 전체 일정이 순연되어 연내

공사비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필요

- 실시설계 ’18. 6월말 완료 후 공사

발주 예정

시설비 11,020,000 10,420,000

감리비 373.000 373.000

시설부대비 100,000 100,000

사무관리비 27,000 -

9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한강 피어데크 조성 계 공사비, 용역비 7,320,000 854,000 ∘시민·환경단체 등의 환경성․안전성 우

려 제기,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 등에 대

한 대책 수립으로 장기간 소요됨

∘설계 착수가 지연되어 연내 설계비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의회 승인 받

았으나,

∘’17년 국비 실교부액(427백만원)이며, 매

칭비율(국비:시비=50:50)에 따라 이월 규

모 조정 확정

시설비 6,784,000 854,000

감리비 536,000 -

10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한강 여의테라스조성 계 용역비 1,800,000 1,800,000 ∘시민·환경단체 등의 환경성․안전성 우

려 제기,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 등에 대

한 대책 수립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

연됨

∘타당성조사 시행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설계 착수가 지연되어 연내 설계

비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필요

(’18년 설계 착수 예정)

시설비 1,788,000 1,788,000

시설부대비 12,000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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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 공사비, 용역비 4,940,000 2,089,430 ∘시민·환경단체 등의 환경성․안전성 우

려 제기,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 등에 대

한 대책 수립으로 장기간 소요됨

∘타당성조사 시행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설계 착수가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 설계비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

월 의회 승인 받았으나,

∘’17년 국비 실교부액(1,045백만원)이며, 매

칭비율(국비:시비=50:50)에 따라 이월 규

모 조정 확정

시설비 4,940,000 2,089,430

12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계 용역비 300,000 300,000 ∘용역발주 및 1회 유찰(’17.4)된 이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시민및전문가의견수렴) 과정

을 거쳐 추진 할 계획으로, 연내 발주가

곤란하여 명시이월 필요시설비 300,000 300,000

13 공공재생계획수
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계 공사비 이월 14,069,370 7,842,000 ∘당초 ’17.5월 착공예정이었으나, 설계지연

등으로 ’17.8월에 착공됨에따라공사비

명시이월필요

∘공사비 이월에 따라 그에 따른 감리비도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13,221,290 7,236,000

감리비 606,000 606,000

시설부대비 30,000 -

사무관리비 21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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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계 보상비 이월 18,571,000 500,000 ∘동북권체육조성 사업 보상 중 현재

7건의 중토위 이의재결 신청, 2건의

공탁금이 있음.

(총 8,165백만원)

∘중토위 이의신청 심의를 ‘18.년 1월에

거친 후 추가 소송 등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보상비(5억) 이월사유

발생(현재 1건 소송 진행 중)

시설비 18,377,700 500,000

감리비 165,500 -

시설부대비 27,800 -

15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

동북권 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

계 시설공사비 이월 1,100,000 1,000,000 ∘자치구 요청으로 추가 과업 (바이패스)이

발생되어 추가 과업 검토 및 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서 작성

등에 과업기간이 소요되어 내년 상반기

공사발주 추진 예정으로 명시이월 불가피시설비 1,100,000 1,000,000

16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계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4,056,000 3,334,000 ∘ 2단계 국제설계공모가 장기간 소요되어

공기 부족으로연내공사발주가어려워

명시이월불가피

('18년 필요공사비 예산을 명시이월

감안해 반영)

사무관리비 570,000 -

시설비 3,699,000 3,034,000

감리비 30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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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경재
기반형 활성화
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

우이동 가족
캠핑장 조성

계 보상비 이월 1,718,179 1,506,979 ∘‘17년 도시계획시설[공원(캠핑장)]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보상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설결정을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17년 일부 배정된 보상비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이 필요

∘‘17년 이월보상비와 ’18년 보상비가

확보되어야만 본 사업의 ‘18년 공사착공

가능

사무관리비 5,000 -

시설비 1,713,179 1,506,979

18 지역발전계획
수립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계 공사비 이월 17,381,932 4,500,000 ∘대한성공회와의 통합광장 조성 협약이후

구체적인 계약 협의. 협의 지연 등에

따라 통합광장 조성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불가피

- ’18. 6월 완공 예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2 -

사무관리비 130,000 -

시책업무추진비 8,000 -

시설비 16,606,900 4,500,000

감리비 590,650 -

시설부대비 40,000 -

19 도로건설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120,000 80,00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하는데아직까지민자구간에대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

∘'17년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사 의뢰가

어려운데한국지방행정연구원타당성조사수

수료 160백만원 중 80백만원만 '18년 예

산으로 편성한 바, '17년 예산 중 80백만

원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120,000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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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활권
공원확충

도심공원 확충 달터
근린공원(강남)조성

계 조성 사업비 이월 3,000,000 1,956,000 ∘무허가건물 254세대중

101세대(89.1.25이전 무허가)가 보상 및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남아있는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와

보상협의 지연(임대주택 요구 등)으로

연내 이전 및 철거가 어려우며

89.1.25.이후 건물소유자의 보상이

2018년에 다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여 보상 후 철거 및

공원조성필요

시설비 2,998,000 1,956,000

시설부대비 2,000 -

21 공원녹지정책개
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유지 관리
및 이용활성화

생활권 공원
녹지조성사업

계 조성 사업비 이월 8,574,000 6,790,439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등 협의 진행

중으로

∘협의 보상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8,574,000 6,790,439

22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공원 조성 봉제산
근린공원(강서)조성

계 조성 사업비 이월 4,065,280 703,263 ∘ 토지보상 계획시 주변 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비오톱 반영 등으로 당초

예상한 보상비보다 적게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되어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봉제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하여

잔여예산 보상비 이월 필요

시설비 4,065,280 703,263



- 26 -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23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공원 조성 꿩고개
근린공원(강서)조성

계 조성 사업비 이월 1,100,000 656,189 ∘토지보상 계획시 주변 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비오톱 반영 등으로 당초

예상한 보상비보다 적게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되어

∘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꿩고개근린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하여

잔여예산 보상비 이월 필요

시설비 1,100,000 656,189

24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공원 조성 천왕도시 자연공원
(항골지구 )조성

계 조성 사업비 이월 1,735,000 764,444 ∘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사업

보상면적(토지 및 건물)이 약 50%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내년도 항골지구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잔여 보상비를 활용하여

항골지구 내 기존 폐기물을 처리하고

캠핑장 조성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코자

부득이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함

시설비 1,735,000 764,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