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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토교통부

 4대강사업 부채상환, 수자원공사부터 책임지게 해야
[일반회계/계속] 수자원공사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 2017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수자원공사 지원 304,658 340,000 340,000 340,000 340,000 - -

가. 사업내용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8조) 채권발행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2,564억원) 및 채무원금(836억)을 

2017년 지원. 2015년까지 1조 6천억 지원. 앞으로 부채 및 이자 등 3조 7천억원 추가 지원 예정.

나. 문제점
□ 수공, 4대강사업 투자 만장일치로 결정하더니
○ 수공은 2009년 9월 29일에 열린 215차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의 참여를 결정하며, ‘개발이익을 사기

업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밝히며, 결국 참여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4대강사업을 
결정

○ 4대강 사업에 앞장 선 덕분에 김건호 사장은 유래 없이 2번 더 연임을 했고, 수공은 2009~2012년 사
이 676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225%나 늘려주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
줌. 결국 2007년 1조 6천억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13조 8천억원으로 750%나 늘어나, 수공 임원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로 고발당함

○ 수자원공사 참여는 조직내 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을 만들어냈으며, 
그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피해, 주민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황. 

□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모두 비용분담 중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 발생.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

면 수자원공사는 5조600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2조4000억원은 정부가 2031년까지 지원하기로 
함. 여기에다 정부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036년까지 총 2조9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원.

○ 서형수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구·경남·경북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21개 정수처리시설의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영비를 조사한 결과 지자체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 생산비로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됨. 대구 매곡정수장, 부산 
덕산정수장, 창원 칠서정수장, 김해 삼계정수장, 양산 웅상정수장은 원수가격 인상과 더불어 고도정수
처리비용까지 떠안은 상황. 

○ K-water는 당기순이익은 2010년 3083억원, 2013년 3481억원, 2014년 2993억원에서 지난해 5조 
8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근거로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각 4.8% 인상. 2015년 반
영된 6조 1306억원의 손실은 4대강사업 손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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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 자체 수익으로 장기계획 세우면 채무탕감 가능
○  2016 국정감사, 이원욱 의원 자료
 - 최근 5년간 경영성과에 따르면 수공은 다목적댐 ① 수력, 시화 조력, 4대강 소수력 등의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1799억원의 순이익. 송산그린시티와 구미산업단지 등 단지 사업을 통해 연평균 294억원의 순
이익. 연평균 1800억원을 갚는 것이 가능한 상황. 

 - ② 송산그린시티의 분양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의 순수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총 2조3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법인세 5000억원과 정부 배당 3900억원을 제외하면 1조2000억
원의 순수익 발생이 가능

○ 2016 국정감사, 주승용 의원 자료
 - K-water의 사업 분야별 당기순이익은 수도 분야의 경우 2012년 122억원에서 2013년 274억원, 2014

년 416억원, 지난해 824억원이 발생.
 - 특히 지난해 K-water는 ③ 수도사업 분야 광역요금에서 634억원, 수자원사업 분야 댐요금에서 998억

원 등 총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어 전년 1005억원 대비 1.6배나 이익이 높음.
○ 앞서 언급한 ① 발전사업/ ② 단지사업/ ③ 수도,수자원사업 등의 순이익을 20년치로 단순 곱하면 8조 

620억원. 여기에 확장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보급사업 및 수도요금 상승분을 반영하면 수공이 스스로의 
힘으로 부채를 탕감할 수 있을 것. 필요하다면 자산매각도 고려할 수 있을 것.

다. 개선방안-전액삭감
□ 수공 일반 수익으로 상환
□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 우선 마련
□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전액 삭감”
o 실패한 국책사업에 조력한 수공에 대한 책임 부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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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경인아라뱃길, 국민에게 부담 떠넘겨서는 곤란
[일반회계/계속]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계속)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시안 요구 검토

(B) %

ㅇ 경인아라뱃길
사업지원

80,000 67,000 43,300

  ㅇ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16년 67,000백만원→`17년 43,300백만원
  ㅇ 하천, 도로, 항만 등 국가귀속시설 토지 등 실보상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조속한 지원 마무리

를 위해 잔여예산 433억원 전액반영 요구
  ㅇ 수공은 경인운하를 통해 ‘일반 국민’이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수공이 운송 사업을 위해 건설

한 경인운하가 일반 국민에게 준 혜택을 찾아 볼 수 없음. 도리어 굴포천방수로를 경인운하로 설계 
변경한 때문에 방재 효능이 감소하였고,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
키는 등 피해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독자적으
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ㅇ 개통 3년이 된 아라뱃길은 2조 2500억 원을 들인 '배가 뜨지 않는 운하''2조 원 짜리 자전거 도로'라
는 오명을 듣고 있음. 12개 선박과 11개 선박을 각각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245만㎡ 규모의 경인
항 인천터미널과 172만 ㎡ 규모의 김포터미널은 거의 매일 텅 비어 있는 실정. 경제성이 없어 물류 
기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ㅇ 수자원공사와 국토부는 실패한 운하사업을 서울구간으로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기존 B/C
분석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 사업에 대한 실패를 스스로 지는 책임을 지우는 선례를 만들어야 앞으
로 있을지 모를 예산낭비사업을 막을 수 있음. 

“전액 삭감”
o 실패한 국책사업에 조력한 수공에 대한 책임 부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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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없는 대덕댐 필요없다
[일반회계/계속] 소규모댐 건설(지자체보조)

□� 현황� 및� 문제점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 2017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원주천댐 786 5,328 5,328 6,556 6,556
 ▪봉화댐 649 5,071 5,071 6,300 6,300
 ▪대덕댐 - 8,997 8,997 3,177 3,177

가. 사업내용
○ 기후변화 대비, 지역의 홍수 및 가뭄피해 예방, 하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소규모댐 건설사업 조사․설계 

및 건설. 사업기간은 2013~2022년이며, 총 사업비는 1915억원임. 이중 대덕댐은 감천 유역의 홍수대
책으로서 잔여 기본·실시설계비 및 보상비 3,177백만원 요구.

나. 문제점
□ 김천시 부항댐(2013년 11월 20일 준공) 만으로도 홍수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2013년 댐 건설 장
기계획에 따른 전략환경평가서 추가협의 자료를 통해 제시됨.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
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를 기대한
다고 되어있음.
□ 국토부는 ‘댐사업절차개선방안’에 의하여 ‘환경단체 등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거
쳐야만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갈등을 먼저 해결 할 계획이다.’(보도자료 
2013.6.13) 라고 밝히며 국토부는 앞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없을 것을 강조하였음. 하지만 대덕댐의 경우 주민들로 구성된 대덕댐 반대추진위원회가 연일 백지화
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다. 개선방안-일부삭감
□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다 객관적인 기관에서 분석한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를 바탕으로 비구조
물적 홍수방어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함.

“대덕댐 31억 삭감”
o 대덕댐 타당성 검증필요, 지역 주민 합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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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파괴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폐지해야
[일반회계/계속] 지방하천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2017

증 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

ㅇ 지방하천 정비 720,400 638,350 630,000 570,000 △68,350

가. 사업내용
○ 전국 지방하천을 치수, 이수, 환경을 이유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0조 7,728억 원이며, 2017

년 예산은 5700억 원임.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펀드로 지원됨.

나. 문제점
□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생태하천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다시피 국토부의 지방하
천정비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 예비타당성에 대
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
□ 국토정책연구원이 2013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하천정책 
발전방향」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하천 정책의 정상적 방향은 지속가능한 물정책의 도임이 화두임. 
자연형 하천정비, 하천환경복원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함. 

다. 개선방안-대폭삭감
□ 치수대책으로는 도시 내 투수율 증대, 천변저류지, 홍수터 조성 등 기후변화시기 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친화적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친수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하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적 철학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하며,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되므로 환경부로 이관하여 진행해야함. 

“대폭 삭감”
o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문의 폐지 및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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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편법 건설 중단
[교특회계/신규] 고속도로 건설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가. 사업내용
○ 경기 구리시 수택 3동과 세종시 장군면간 총 길이 129km 왕복 6차로 연결사업
○ 정부재정 1조4천억 원, 민자 5조3천억 원, 총 6조 7천억 원 (4대강 사업이후 최대 토목공사)
 구리~성남구간부터 올 연말 착공해 구리~안성 구간은 2022년, 세종~안성 구간은 2025년 각각 계    
 통 예정임.
○ 201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중 해당사항
   신규착수 : 안성-구리 (1000억 원 )
   ※ 서울-구리 구간 건설보상비 
  
나. 문제점
□ 예산정책처 분석결과 국회의 재정통제 약화시키고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
○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성 지정, 국회의 재정통제 약화시키고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 미칠 수 있음. 서울-  안
성구간의 총사업비는 5.1조원. 이중 도로공사의 부담 4.2조 예상, 도로건설 중 민자사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도로공사의 부담.(2016년 6월 기준 도로공사 부채 26.8조) 

○ 정부가 도로공사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추후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수행방식은 도
로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추진방식도 문제가 심각함. 서울-안성구간의 사업수행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고 최악의 선례가 될 것임. 도로공사 비용으로 추진 시, 국회예산심
의를 받지 않아 국회의 재정적 관여를 받지 않음(현, 2017년 예산 통과 시, 건설보상비 심의에만 제한
적으로 관여).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는 공사 후 민자 전환 시에 가능함.

○ 남한산성 관통구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구간으로 총 8.3km 왕복 6차선
의 초장대터널임. 남한산성일원은 성곽뿐만 아니라 반딧불이, 하늘다람쥐, 검독수리, 붉은배새미, 뜸
부기 등 천연기념물 15종을 포함해 122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

○ 당해구간은 자연공원법 제 18조 제2항 1호 다목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왕복 6차선의 고속도로    
 사업이 자연공원중 절대보전이 우선이고, 군사 통신시설 항로 표지시설, 수자원보호시설, 산불방지시     
설 등의 해당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최소한의 시설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고 논     
란이 있는 상황임. 

사업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계획액 2017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고속도로 

건설
1,677,665 1,370,521 1,370,521 1,437,151 1,297,196 △73,32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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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전액삭감

□ 서울- 세종간 고속도 수도권의 과밀 및 확산 영향 검증 필요 
□ 철도 및 기존 고속도로 확장 등의 수도권 및 국가교통망 차원에서 재검증이 필요 
□ 국회의 통제와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함. 

 
  

“전액 삭감”
o 사업타당성, 환경영향 등의 검증이 미흡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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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기업특혜 뉴스테이 사업(1) 중단
[주택도시기금/계속] 민간임대(융자)

□� 현황� 및� 문제점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 지출 계획>

(단위: 백만원,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가. 사업내용
○ 뉴스테이사업(민간임대사업/기업형임대주택)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소득기준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함. 
○ 정부는 2017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총 지출 21조 763억원 편성함. 이는 2016년 대비, 1조 

7,867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의 가장 큰 증가 요인임. 

○ 217년 계획안 산출 근거( 예산안 : 945,672백만원)

- (기업형 임대) 3개년도(’15～’17년) 물량에 연도별 융자비율(20:40:40) 고려

[’15년 승인 0.7만호×연차별 40% + ’16년 승인 1.06만호×연차별 40% + ’17년 승인 1.5만호×연차별 

20%] × 91백만원(호당 지원단가) = 9,127억원

* 융자는 착공 후 공정률에 따라 지급(연차별 지원비율은 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

- (준공공, 단기임대) ’15년 및 ’16년 집행 실적 등을 고려: 330억원

* ‘15.12.28 민간임대특별법 시행에 따라 준공공임대, 단기임대에 대한 건설자금이 신설되어 ’17년 이후 

융자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나. 문제점

□ 자연훼손 도시확산을 야기시키는 뉴스테이사업 
○ 뉴스테이사업(민간임대사업/기업형 임대주택)은 무분별한 도시확산 억제와 도시민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중 2020년까지의 해제총량 233.5㎢를  2016년부터 2년 동안 모두 소진할 
계획임. 이중 수도권의 경기도의 경우 해제물량이 49.5㎢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함.

   특히,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의 경우 지자차체에 위임하여 추진함. 한편, 해제기준
이되는 환경평가는 공개검증 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도시확산은 물론,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
제대상은 환경평가와 상관없이 뉴스테이사업 인근지가 될것이라는 개발심리를 부추기고 개발제한구
역 제도 존립을 위협하고있음. 뉴스테이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총 2조2,398억 원(융자 9,457억 원과 

사업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계획액 2017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민간임대

융자
- 211,100 389,500 945,672 945,672 556,17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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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1조 6,941억 원)이 편성됨. 이는 2016년 10,259억 원 (출자 3,173억 원/융자 7,0860억 원)에
서 46%가 증가했음. 이는 자연훼손 없이 도시공동화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 도움을 주는 도시재생사
업이 650억원 편성된 것과 대조적임

□ 뉴스테이 사업의 과도한 기업 및 민간 특혜
○ 뉴스테이 사업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2015년~‘16년/국회 이원욱 의원분석 자료)에 따르면,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20곳 사업장의 총자본금 1조5,693억 원중 63.7%인 1조122억 원이 주택
도시기금이고, 이중 자본금 기준 지분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도 6곳1)으로 나타남.  
또한 뉴스테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업이 총사업비의 10%이하 수준2)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시공까지 
맞고 있음. 

○ 경기화성 4곳,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의 임대료가 확정된 7곳의 뉴스테이의 임대료수준이 최소 80
만3천원, 최대 229만 1666원으로 상위 30% 이상 고소득층 가구(소득 8~10분위) 에나 적정한 수
준3)인 것으로 분석됨. 이는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의 수혜대상이 소득 3~9분위 가구로 발표한 것과 
상이함. 

○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 무주택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줌.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70%에 달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감면혜
택이 최고 40%(10년 임대 시)임. 법인세(소득세)도 뉴스테이 75%감면되지만 공공임대는 30%임.  취득
세와 재산세도,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85㎡ 이상이 30%감면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세제혜택이 없
음. 재산세 역시 뉴스테이는 전용면적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100%면제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25%~50%만 감면됨.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사업 예산 대폭 삭감
○ 반면 국민임대4)사업은 5,404억 원 (출자 204억 원/융자 5,200억 원)으로 2016년 10,259억 원 (출

자 3,173억 원/융자 7,0860억 원)으로 53%감소했고, 영구임대5)의 경우 출자 445억 원으로 2016년 
715억 원에서 37.8% 감소함. 

다. 개선방안-전액삭감
□ 공공성이 없는 뉴스테이 사업 취소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및 관리 
   특히 도시 관리 측면에서 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우선적으로 재지정 
□ 2015년~2016년 추진 뉴스테이 사업지구의 환경성검토 환경부 특별 조사 추진 
  (환경등급 낮추거나, 일부 녹지 유지 후 해제지역 조사) 
□ 수도권 등 도시확산 및 과밀문제 평가  
□ 영구임대 및 장기전세, 매입임대, 도시재정비 등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비로 전환 검토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역 해제물량 중 뉴스테이 사업 총 점검 및 조사  

“전액 삭감”
o 2016년 뉴스테이사업 환경평가 검증가, 수도권등 도시확산 공공성에 대한 평가 우선 시행

1)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블록  김포한강 Ab-04블록, 충북 혁신 하나은행지점, 화성동탄 2 B-15,16 블록 
2) 인천도화 뉴스테이(2105가구)는 총 사업비 6150억원중, 사업을 주관하는 대립산업의 출자금은 자체 사업비 기

준 3.76%에 불과
3) 이원욱 의원실, 한겨레신문 공동 분석
4)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dnk하여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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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기업특혜 뉴스테이 사업(2)중단
[주택도시기금/계속] 임대주택리츠 출자

□� 현황� 및� 문제점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 지출 계획>

(단위: 백만원,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가. 사업내용
○ 뉴스테이사업(민간임대사업/기업형임대주택)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소득기준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함. 
○ 정부는 2017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총 지출 21조 763억원 편성함. 이는 2016년 대비, 1조 

7,867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의 가장 큰 증가 요인임. 

○ 217년 계획안 산출 근거( 예산안 : 임대주택리츠 출자 1,694,080백만원)

- 공공임대리츠(494,080백만원)

건설형 : 1.8만호×호당 사업비 307백만원×출자비율 8%

매입형 : 0.2만호×호당 사업비 260백만원×출자비율 10%(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민간임대리츠(1,200,000백만원) : 4.0만호×호당 사업비 300백만원×출자비율 10%

* 사업확대 : ('16년) 공공임대 1.8만호/민간임대 2.5만호 

→ ('17년) 공공임대 2.0만호/민간임대 4.0만호

나. 문제점

□ 자연훼손 도시확산을 야기시키는 뉴스테이사업 
○ 뉴스테이사업(민간임대사업/기업형 임대주택)은 무분별한 도시확산 억제와 도시민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중 2020년까지의 해제총량 233.5㎢를  2016년부터 2년 동안 모두 소진할 
계획임. 이중 수도권의 경기도의 경우 해제물량이 49.5㎢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함.

   특히,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의 경우 지자차체에 위임하여 추진함. 한편, 해제기준
이되는 환경평가는 공개검증 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도시확산은 물론,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
제대상은 환경평가와 상관없이 뉴스테이사업 인근지가 될것이라는 개발심리를 부추기고 개발제한구
역 제도 존립을 위협하고있음. 뉴스테이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총 2조2,398억 원(융자 9,457억 원과 
출자 1조 6,941억 원)이 편성됨. 이는 2016년 10,259억 원 (출자 3,173억 원/융자 7,0860억 원)에
서 46%가 증가했음. 이는 자연훼손 없이 도시공동화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 도움을 주는 도시재생사

사업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계획액 2017년 증감

(B-A)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임대주택리츠

출자
970,200 962,960 1,177,520 1,694,080 1,694,080 516,560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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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650억원 편성된 것과 대조적임
□ 뉴스테이 사업의 과도한 기업 및 민간 특혜
○ 뉴스테이 사업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2015년~‘16년/국회 이원욱 의원분석 자료)에 따르

면,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20곳 사업장의 총자본금 1조5,693억 원중 63.7%인 1조122억 원이 주
택도시기금이고, 이중 자본금 기준 지분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도 6곳6)으로 나타
남.  또한 뉴스테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업이 총사업비의 10%이하 수준7)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시공
까지 맞고 있음. 

○ 경기화성 4곳,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의 임대료가 확정된 7곳의 뉴스테이의 임대료수준이 최소 80
만3천원, 최대 229만 1666원으로 상위 30% 이상 고소득층 가구(소득 8~10분위) 에나 적정한 수
준8)인 것으로 분석됨. 이는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의 수혜대상이 소득 3~9분위 가구로 발표한 것과 
상이함. 

○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 무주택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줌. 양도세
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70%에 달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감
면혜택이 최고 40%(10년 임대 시)임. 법인세(소득세)도 뉴스테이 75%감면되지만 공공임대는 30%
임.  취득세와 재산세도,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85㎡ 이상이 30%감면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이 없음. 재산세 역시 뉴스테이는 전용면적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100%면제되는데, 공공임대
주택은 25%~50%만 감면됨.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사업 예산 대폭 삭감
○ 반면 국민임대9)사업은 5,404억 원 (출자 204억 원/융자 5,200억 원)으로 2016년 10,259억 원 (출

자 3,173억 원/융자 7,0860억 원)으로 53%감소했고, 영구임대10)의 경우 출자 445억 원으로 2016
년 715억 원에서 37.8% 감소함. 

다. 개선방안-전액삭감
□ 공공성이 없는 뉴스테이 사업 취소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및 관리 
   특히 도시관리 측면에서 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우선적으로 재지정 
□ 2015년~2016년 추진 뉴스테이 사업지구의 환경성검토 환경부 특별 조사 추진 
  (환경등급 낮추거나, 일부 녹지 유지 후 해제지역 조사)
□ 수도권 등 도시확산 및 과밀문제 평가  
□ 영구임대 및 장기전세, 매입임대, 도시재정비 등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비로 전환 검토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역 해제물량 중 뉴스테이 사업 총 점검 및 조사  

“전액 삭감”
o2016년 뉴스테이사업 환경평가 검증, 수도권 등 도시확산, 공공성 문제에 대한 평가 우선시행

뉴스테이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1,694,080억 원 삭감으로, 

6)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블록  김포한강 Ab-04블록, 충북 혁신 하나은행지점, 화성동탄 2 B-15,16 블록 
7) 인천도화 뉴스테이(2105가구)는 총 사업비 6150억원중, 사업을 주관하는 대립산업의 출자금은 자체 사업비 기

준 3.76%에 불과
8) 이원욱 의원실, 한겨레신문 공동 분석
9)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0)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dnk하여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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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고 생태계만 파괴하는 흑산도 소형공항 백지화
[교특회계/계속]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요구 조정안

(B) (B-A)/A

ㅇ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41 1,953 34,720 20,852 18,899 967.7

가. 사업내용
○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서 관광지인 흑산도 지역(신안군) 숙원 사업으로서 교통오지 불편해소, 관광산

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불법조업 감시 등 해양영토 관리지원 등을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하다는 
입장

나. 문제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 낮음
ㅇ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봄. 보고서

가 도출한 흑산도 공항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0.1%로 크게 낮은 수치임. 

□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사업
ㅇ 주민들조차도 공항 보다는 현재 흑산도와 목포 사이를 운행하는 페리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더 절

실하다는 반응임. 

□ 경제성 없음
ㅇ 공항이 있더라도 이 곳에 취항할 민간 항공사가 있을지 의문임. 흑산도 공항에 취항할 수 있는 50인

승 비행기의 대당 가격은 약 160억 원인데, 18대 이상이 있어야 비로소 공항답게 운영될 수 있음. 
항공사는 약 3000억 원의 막대한 초기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셈임. 결국 민간 항공사에 대한 정부
의 막대한 보조금 투입 없이는 도서 지역의 공항 운영이 쉽지 않을 것임.

□ 철새 서식지 파괴
ㅇ 흑산공항은 50인석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1200m 급 5대 주기 가능한 계류장과 여

객 터미널 및 부대시설이 필요함. 이에 입지대안 10개 소를 선정함. 그러나 해군사격장공역에 포함
되는 1,2,6,7,8,10은 제외함. 최종 입지대안 3,4,5,9에 대한 조사 실시

ㅇ 문헌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매, 흰꼬리수리, 저어새,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
백로, 청다리도요사촌 등 6종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솔개, 조롱이, 큰말똥가리, 큰덤불해오라기 등 총 43종 
   천연기념물: 쇠부엉이, 칡부엉이, 솔부엉이, 소쩍새
ㅇ 흑산도는 텃새보다 통과조류인 철새가 많이 도래함.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에 위치한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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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호주 및 동남아를 월동지로 하고, 중국북부와 시베리아를 번식지로 하는 철새들의 경유지임. 
최근 중국 남부지방과 일본을 오가는 철새들의 중간 경유지로도 이용되고 있음. 이곳에 대한 인위적 
개발 또는 교란은 대량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국립공원 철새연구센터에 따르면 235종 7만여 마리
의 철새가 중간 기착지나 번식지로 이용함. 철새의 대부분은 배낭기미 습지, 진리습지, 예리초지 등 
작은규모의 습지와 초지를 중심으로 모임. 이러한 쉼터와 먹이터에 공항을 건설하면 철새뿐만 아니
라 항공기의 운항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항공기 비행노선의 통과로 인해 기존의 철새 집결지 및 
집단 서식지 교란, 이동경로 교란 등이 예상됨. 더구나 일부 훼손이나 교란이 아니라 철새들이 흑산
도 전체를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ㅇ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부에 보낸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는 “다양한 법정보호종
의 서식지로서의 가치, 주요 철새 도래지 및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이 계획의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매년 150종 이상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가능성이 심
각하게 크다는 것.

다. 개선방안-전액삭감
□ 사업 폐기 요구 
ㅇ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관광 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항 건설을 추진할 이유가 없음. 또한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로를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하게 됨. 

“전액 삭감”
o 경제성 없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2017년 흑산도 공항 사업 예산 200억을 삭감하여 전체 사

업비 1,833억 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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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환경부

안 될 일을 하려니 부대끼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환경개선특별회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 예산 2017 예산안 증 감

(B-A)요구 검토
(A) 요구안 검토

(B)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997 98,585 98,585 65,902 65,902 △32,683 △33.2

가. 사업내용
 ○ 물산업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을 목표로 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물산업진흥시설, 실증화시설) 

조성에 ’14년도 연구용역비 3억, ’15년 100억 원, ’16년 98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17년에는 공
사비 630억 원과 연구비 20억 원 등 659억 원의 예산을 요구.

 
나. 문제점
□ ’14년 사업비 3억 원 가운데 60%만을 집행해 나머지를 이월·불용했으며, ‘15년 현액집행률은 9.9%에 
불과해 83억 원을 이월, 7억 원을 불용했음. ’16년 6월 말 현재 집행액은 412억, 현액집행률은 39.6%에 
그쳐 이월·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16 예산 환노위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사업비가 불용·이월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이 있었지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16년 6월 말 현재 22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면서 ’17년에 추가로 20억 원의 연구용역
비를 요구함.
□ 현재 입주한 13개의 기업은 물탱크, 밸브, 펌프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국한해 사업의 한계를 드러냄.
□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 공약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상명하복식 개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환경부, 그것도 식수원 개발관리라는 단위로 
시행한 근본적 문제가 있음. 

다. 개선방안 - 대폭 삭감
□ 4대강 사업이 그랬듯이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재검토와 정
비가 필요함. 
□ 특히 낙동강 수질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업단지가 하류에 미치는 수질 영향에 대한 점검이 시급함

“대폭 삭감”
o 사업 중단하고, 수질오염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 후 사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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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증액해야
[환경개선특별회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개선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요구 검토

(B)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2,500 1,104 20,125 20,125 19,021 1,772.9

가. 사업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하여 의료비, 장례비 지원

나. 문제점

□ 사업 수혜 대상을 정부조사결과 1단계 ‘거의확실’ 하거나 2단계 ‘가능성 높음’ 단계의 피해자 규정하고 
있으나, 16년 말 환경부 용역 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 인과관계(폐질환의 기준 확대와 폐
이외의 질환)의 변화를 예상하지 않음.
□ 의료비, 간병비 및 생활자금 지원 외에 보조기 등에 대하여도 지원해야 함.
□ 피해조사 신청 기간 연장 및 피해자 찾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 3,4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피해 인과관계의 변경에 따라 2단계 ‘가능성 높음’ 이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들이 현재 피해산정 기준으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추가 증액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과관계 기준 확대와 피해자 찾기를 통해 발굴되는 피해자 증가에 따른 지원금 편
성 필요
□ 의료비 등 외에 보조기 등 실제 피해자에게 필요한 예산 편성
□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피해 신고자 전수 조사 필요
□ 3,4단계나 또는 피해 신청 후 등급 평가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치
료비 지원을 “긴급지원기금” 마련해야 함.

“증액”
o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 유해물질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

는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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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예산 퍼주기
[환노위/환경부]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지차 보급사업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 2017년 예산안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78,776 148,524 212,944 264,274 264,274 51,330 24.1

하이브리드자동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16,392 46,392 46,392 52,492 52,492 6,100 13.1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1,540 6,453 7,953 26,500 26,500 18,547 233

o 대기질 개선 위해 수질 포기? 환경부의 조삼모사
 - 대기질 악화로 국민적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자 대기 부문 예산 1,580억원 증액하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했다고 홍보하면서, 비점오염저감사업,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예산 
2,138억 감액, 최근 낙동강 4급수(실지렁이) 논란 등 수질 및 국민 건강권 대책은 포기?

o 친환경 승용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다!
 - 국회 예정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

대 목표 달성해도, 15년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100만대의 7.1% 수준에 불과하고,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 친
환경차 보급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 친환경차 보급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등 수송부문 
대책에 적극적 재정 지원 필요

o 친환경차 보급은 국토부, R&D는 산업부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부터 제대로
 - 국무조정실 작성 「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 」 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은 

교통부문 온실가스감축 책임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고, 친환경차 R&D 사업은 산업부로 
이관함으로써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예보, 원인규명 등 소관업무에 집중해야 함

 - 이를 통해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 삭감 된 2,138억을 포함, 환경부 예산을 증액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토 생태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전액 삭감”
o 국토부와 산업부에 해당 사업 이관하고, 감액된 상하수도•수질 부문 예산 2천억 복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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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복원 연구 증액 필요
[환노위/환경부] 물환경정책연구 및 홍보(계속)

<환경개선특별회계>

 
□ 사업목적
   ○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물환경 관리에 대한 기초조사와 제도개선 연구로 관련 정책․제도 마련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수질·수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 물환경 관리, 미래세대 물환경 교육 등 물환경 보전 전반에 대

한 교육·홍보

□ 문제점
   ○ 전국에 33,842개 농업용 보 가운데 파손 5,857개, 공식 폐기 3,826개임. 이중 대부분은 행정상으로

만 폐기된 채 방치되고 있음. 
   ○ 보/저수지 등의 경우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기능과 용도에 대한 파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 2016년 위성곤 의원실의 국정감사
에 따르면 전체 저수지의 30%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질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자연하천, 어도, 보, 댐 등 하천의 종적연결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건강성 지수 개발 
필요

   
□ 개선방안
   ○ 하천 종적연결성 지수화하여 건강성 평가 필요 (3억)
   ○ 보/저수지의 기능/용도 파악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10억)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 2017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비율

물환경정책연구및홍보 2,481 2,357 2,233 2,23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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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창조과학부

파이로 및 소듐고속로 268억4,600만원 삭감-1
[미방위/미래창조과학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윤종오 의원실 자료 참고

□� 현황� 및� 문제점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 2017년 증감

(B-A)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140,024 149,268 149,268 146,041 146,041 △3,227 △2.2

가. 사업내용
ㅇ 사업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2241-401, R&D)
ㅇ 사업기간 : 1996~
ㅇ 사업내용:
 - 원자력 연구, 개발 종합적 수행을 통한 학술의 진보, 에너지확보 및 원자력 이용촉진

에 기여를 목표로 함 
 - 파이로프로세싱 등 미래원자력시스템 핵심기반 확보 사업과 소듐고속로 관련 예산 집

행
 
나. 개선방안 (268억4,600만원 삭감 / 파이로 및 소듐고속로 관련)
ㅇ 주요사업비(216억4,600만원)
 - 미래원자력시스템 핵심기반확보(14,086백만원, 전액삭감)
 - 방사선융복합 신산업 클러스터 창출(7,560백만원, 전액삭감)
ㅇ 시설사업비(52억원)
 - SFR(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 종합효과 시험시설 구축(5,200백만원,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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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 및 소듐고속로 752억9,700만원 삭감-2
/ 지진 연구사업 증액 요구

[미방위/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윤종오 의원실 자료 참고

■검토의견
(단위: 백만원)

2016년 예산
2017년도

미래부 요구안 기재부 조정안 의원실 검토안

144,889 140,288
64,991

(75,297 삭감)

<2017년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 감액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예산 2017
예산안 의원실 검토안예산액 집행액*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4,889 51,499 140,288 64,991
(△75,297)

원자력안전 37,130 12,692 33,802 32,538
(△1,264)

미래형원자로시스템 50,000 16,014 46,394 0
(△46,394)

핵연료주기 51,463 21,980 52,566 25,797
(△26,769)

원자력원천기술 6,296 813 7,526 6,656
(△870)

 사업개요
ㅇ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1434-401, R&D)
ㅇ사업기간 : 1997~
ㅇ총사업비 : 계속(2조6,940억원 / 2016년까지 기투자액) 
ㅇ사업내용:
 -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고 원자력기술 고도화를  
    통한 세계 원자력기술 선도를 목표로 함

 삭감 내역(75,297백만원 / 파이로 및 소듐고속로 관련 연구과제)
ㅇ원자력안전(12억6,400만원)
 -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시 핵연료 파손거동 시험/평가연구(681백만원, 전

액삭감)
 - 최적안전해석방법론 소듐냉각고속로(SFR) 적용성 평가연구(583백만원,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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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래형원자로시스템(463억9,400만원)
 -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46,394백만원, 전액삭감)
ㅇ핵연료주기(267억6,900만원)
 - 파이로 시스템 기술개발(8,000백만원, 전액삭감)
 - 파이로공정 실증기술개발(15,785백만원, 전액삭감)
 - 핵연료주기 악티나이드 방사화학 연구(2,984백만원, 전액삭감)
ㅇ원자력원천기술(8억7,000만원)
 - 고성능연구로용 원심분무 분말 기반 핵연료 개발(870백만원, 전액삭감)  
 
 삭감 필요성
ㅇ 파이로 프로세싱은 현재까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선진국들도 사용후핵연

료 직접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가 성공하더라도 소듐고속로 이외 기존핵발전소에 적용하기 어

려움에 따라 신규원전인 소듐고속로를 추가 건설해야하는 상황
ㅇ 결과적으로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았고, 성공하더라도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논리에 

불과 
ㅇ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를 연구에 사용하기 때문에 원전부지에서 대전 연구소로 위험한 

손상 및 사용후핵연료를 이동해야 함
ㅇ 대전 시민들과 국민들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관련 소통절차가 부재
ㅇ 따라서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사용후핵연료 연구과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

을때까지 잠정 중단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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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미래창조과학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 윤종오 의원실 자료 참고

■검토의견
(단위: 백만원)

2016년 예산
2017년도

미래부 요구안 기재부 조정안 의원실 검토안

22,231 3,880
0

(전체 삭감)

 사업개요
ㅇ 사업명: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1440-402, R&D)
ㅇ 사업기간 : 2012. 4.~ 2019. 3.
ㅇ 총사업비 : 2,900억원(정부2,500억원, 지자체 현물 400억원 등) 
ㅇ 사업내용:
 -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공급 안정화 및 수출을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전용 연구용 원자로를 자력으로 설계, 구축하기 위한 것 
 - 20MWt급 신형 연구로 설계 및 구축(동위원소, 생산시설, 동위원소 생산용 타켓 제작 

시설, 중성자 조사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관계시설 구축) 
   * 설치 위치는 고리 인근 지역

 전체삭감 내역(3,880백만원)
ㅇ 설계(1억3천만원)
ㅇ 기자재 구매(27억5천만원)
ㅇ 건설공사(0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를 득하지 못해 2015년 건설공사비 이월액 299억8천만원

이 남아 있고, 2016년도 건설공사비 133억 8,100만원 미집행
ㅇ 인허가 및 시운전(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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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예산(A) 2017
예산안(B)

증  감
(B-A)예산액 집행액* %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54,670 22,231 0 3,880 △18.351 △82.5

 ∘ 설계 690 850 0 130 △720 △84.7

 ∘ 기자재구매 18,300 7,000 0 2,750 △4,250 △60.7

 ∘ 건설공사 29,980 13,381 0 0 △13,381 △100.0

 ∘ 인허가 및 시운전 5,700 1,000 0 1,000 0 0

□ 세출예산비목 50,000 22,231 0 3,880 △18.351 △82.5

 ∘ 연구활동비 등(360-05) 50,000 22,231 0 3,880 △18.351 △82.5

* 2016년도 집행액은 9월말 현재 최종 수행기관 실집행액 기준임
** 2015년도 사업 결산기준 실집행액 : 18,654백만원 (이월액 36,016백만원)  

 
 전체삭감 필요성
ㅇ 경주지진으로 고리 및 월성 인근 지역 지질정밀조사가 재실시 될 때까지 상업용을 비

롯한 연구용 원자로 건설 잠정 중단 필요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계획만 세우고 있으며, 

2015년, 2016년 반영된 예산도 현재까지 이월되거나 미집행 상태
ㅇ 특히 건설예정지가 고리 인근지역으로 경주지진 진앙지 반경 50km이내에 포함돼 있

고,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중단 여론도 높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완
전히 해소될 때까지 건설추진을 잠정 중단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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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만들어진 가뭄에 농촌용수개발예산 쏟아 부어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공주보예당지 농촌용수개발

□� 현황� 및� 문제점

<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요구 검토

(B) %

공주보예당지 1,500 42,098 57,892

가. 사업내용
 ○ ‘15년 강수량 및 저수율 부족과 ’16년 영농기 충남 서부 및 경북 북부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공주보예당지’를 추진하며, ’15년 예비비를 투입해 조사 설계, ’16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함

나. 문제점
□ 2014년 중부지방에 80∼200년 빈도 가뭄이 발생했지만, 가뭄피해액이 없을 정도로 농업용수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음. 
□ 유역에 내리는 유효강우량 100mm만으로도 37,360천㎥의 유입량이 발생해 수위가 가득차는 저수지에 
추가 용수공급은 필요 없는 실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하천수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 사전예비타당성검토 전체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농업용수 부족지역은’12년 서산, 예산, 홍성, ’15년 태안, 서산, 홍성으로 예당지 도수로 사업 당시 예산군
과 공주시는 용수 부족지역이 아님
□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사업 수문분석 당시 가뭄시 부족한 용수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대안은 분석하지 않고 보 용수를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다. 개선방안 - 대폭 삭감
□ 현 1단계(제2가압장 구간까지) 수준에서 사업을 마무리해 유구천 인근 가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전체구간 도수로 공사의 경우 수리분석을 통해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 상수도 유수율 향상, 지하수 관리 강화 등 근본적 가뭄대책 마련해야.

“대폭 삭감”
o 충남도와 시민사회가 합의안을 마련중이므로 관련 결과 도출 확인 후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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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가 고용여건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악화!
[농림위/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시안 요구 검토

(B) %

ㅇ산림서비스 도우미 10,441 9,971 10,619 10,619 648 6.5

▪산림서비스 도우미 10,441 9,971 6,029

▪숲해설 위탁운영 - - - 4,590 - - -

가. 사업내용
○ 그동안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국민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

접 고용하던 ‘산림서비스도우미11)’ 분야 중 하나인 ‘숲해설가’를 ‘17년부터 산림복지전문업12) 위탁운영
으로 전환함. 숲해설가 직접고용 예산을 위탁운영을 위한 재원(405명, 46억원)으로 활용하여 전환 추진 
중. 

○ 숲해설 사업을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산림청은 ‘17년도 숲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두 98개 전문 업체의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13). 2016년.10.7. 
현재 22개 업체가 등록하여 등록업체 수는 저조한 상황임. 

나. 문제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2016. 10.)」에서도 우
려하듯이 숲해설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적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규
모화 된 등록업체가 다수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오히려 이 업체에 고용된 숲해설사의 고용불안정과 
소득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
□ ‘17년부터 산림복지전문업으로 제정된 5개 분야 중 하나인 숲해설 분야를 “시범적”으로 위탁운영 사업
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머지 분야에 속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도 향후 위탁운영 될 것으로 예상됨. 즉 
’17년도에 산림서비스도우미로 고용 예정된 610명 역시 직접고용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음.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2013.4.)」에 따르면 기존의 숲해설
가들은 ‘상시⋅지속적 업무14)’를 수행해 왔다고 판단됨. 따라서 숲해설가들이 그동안 수행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필요. 

11)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인, 명상숲코디네이터
12)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제도(2016. 3)로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

아숲교육원, 숲길체험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총 5개 분야의 업종으로 제도화함.
13) 숲해설 운영계획
- (국가) 55개 전문업 등록업체: 지방청(20), 휴양림(32), 수목원 등(3)
- (지자체) 43개 전문업 등록업체: 8개 광역시(16), 9개도(27) 
14) ‘상시⋅지속적 업무’판단 기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 될 것

으로 예상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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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항목변경
□ 2016.10.17. 현재 숲해설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수가 22개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
의 숲해설가 모두를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대규
모 실업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2013.4.)」에 따라 위탁운영이 예정된 숲해설가들을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며, 숲길체험지도사 등 정부에 직접 고용된 다른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도 순
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해야함. 숲해설 위탁운영‘으로 요구한 (‘17년 신규)46억 원을 전액 삭감하
여 ’산림서비스 도우미‘ 예산에 복구시키고, 전처럼 직접 고용하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
완지침(2013.4.)」에 따라 산림서비스 도우미의 정규직 전환을 시범적으로 선보여야함. 

“항목 변경”
o 숲해설가들이 그동안 수행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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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저조한 해외산림인턴, 무늬만 청년일자리 제공?
[농림위/산림청] 국제산림협력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시안 요구 검토

(B) %

ㅇ국제산림협력 4,880 6,035 6,147 6,147 112 1.85

▪해외산림인턴지원 380 286 - 286 - - -

가. 사업내용
○ 산림분야 전공학생의 해외 직장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투자기업 지원 및 청년일자리 제공하

기 위한 사업. ‘17년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30명을 해외산림인턴으로 파견하기 위해 2억 8,6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 

나. 문제점
□ 예산정책처 분석결과 해외인턴지원 사업은 인턴과정 수료생의 파견기업으로의 취업률을 향상시켜야 함.
○ 산림청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는 기업체 파견 인턴자 149명 중 27.5%인 41명만이 정규직

으로 전환 됨. 예정처 지적처럼, 동 사업이 해외직장체험이고, 대상이 산림분야 전공학생이며, 기업체 
파견인력에 대해 인건비 보조 성격의 체재비를15)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률이 저조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함. 

□ 해외산림인턴 사업 운용사업체 선발 기준은 법적근거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함.
○ 산림청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6. 9.)에 따르면 해외산림인턴지원 예산

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제 23조에 근거하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에 ‘해외산림자원개
발신고자(법인⋅개인)’라고 명시했음.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 때 김현권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코린도
는 외국국적 기업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신고자가 아님에도 해외산림인턴 사업 운용사업체로 선발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음. 

다. 개선방안-대폭증액
□ 정규직 전환율을 해외산림인턴 사업 운용사업체 평가 및 재선정 기준에 반영하여 인턴의 정규직 전환
을 담보해야함. 또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마련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함. ‘17
년 요구 예산을 대폭 인상하여 취업률 상승을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대폭 증액”
o 해외산림인턴의 저조한 취업률 개선 필요.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는 청년일자리 제공 되어

야 함. 

15) 구분: 급여, 해외주거비, 왕복항공료, 해외파견준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