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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06.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

나. 상정의결 

   - 제2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19. 10. 17.)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 제안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

  〇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관 재정지원과 시설 이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부과하는 요금

  나. 놀이터 운영규정  (안 제5조~제6조)

   1) 매일 개관함을 원칙

   2) 휴관일 : 1월 1일, 5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

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다.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안 제7조)

   1) 이용료 징수 : 1,000원(2시간), 10,000원(연간이용권) 



   2) 감면기준 : 장애영유아, 기초수급영유아 등

  라. 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6조)

   1) 놀이터 위탁운영 근거

   2) 예산 범위 내에서의 재정지원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아동복지법」제50조(조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붙임 1]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9. 9. 6. ~ 9. 26.) 결과, 안 제5조(개관 및 휴관)에서   

휴관일 조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제12조 위탁 대행의 모집절차와 방법을 마련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이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〇 본 건은 「아동복지법」1)에 따라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관 재정지원과 시설 이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〇 안 제1조(목적)는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

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1)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2)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정하여

이용대상자를 영유아로 특정하였는 바, 대상자연령을 한정한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대상의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자치단체별로 

대상 연령이 다름3))

〇 안 제2조(정의)제2호의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강남구청장이 실내에 설치

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로 정했으며, “이용료”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정하는 등 본 조례의 개념상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음. 다만, 각 호 중 “놀이시설”은 “놀이터”로 하는 검토는 

필요해 보임

〇 안 제3조(위치)는 강남구 도곡로에 두는 것으로 정하였는 바, 놀이터 설치

장소 선정 사유, 면적, 규모, 시설배치, 놀이 시설의 종류 등의 설명과 함께

추진 배경 및 경위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이 요구됨. 

    아울러, <붙임 1>로 제출된 비용추계서와 연계한 소요 예산의 상세

설명이 요구되며, 인력배치 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임. 또한, 

그간 투입된 공사비, 시비 보조여부 등 관련 예산 설명이 요구됨

〇 안 제4조(기능)의 주요 내용은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되어 있는

바 각 호별 상세 설명이 요구되며, 이외에 ‘영유아를 위한 교육(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4)을 추가하는 검토도 필요해 보임

〇 안 제5조(개관 및 휴관) 및 안 제6조(이용시간 등)는 개관일, 휴관일,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영유아, 어린이: 4세부터 12세 까지), 대구광역시(어린이 : 13세 미만), 삼척시(영유아), 울릉군(영유아, 어린이: 9세 미만, 

광주광역시(어린이 : 연령 미특정)

4) 인천광역시(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 삼척시(육아정보서비스 제공,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프로

그램 개발 보급)



〇 안 제7조(이용료의 징수, 감면과 사전 예약제)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1회 이용

(1,000원/2시간), 연간이용(10,000원)으로 정한 바, 이용료 결정 근거 및 

사유의 설명이 요구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1조5)와 연계 설명이 

필요함

〇 안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및 안 제9조(행위의 제한)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안 제9조제2호 “관리자의 허가 없이 ~~ 행위”에 

대한 설명은 요구됨

〇 안 제10조(이용자의 의무)는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놀이터의

기구”로 한정한 사유의 설명도 필요해 보임

〇 안 제11조(운영자의 의무) 및 안 제12조(위탁운영자 자격 및 선정)는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아래 조례를 참조하여, 시설 관리 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6)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필요시 한 개의 조로 통합하여 해당 조례(「서울

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위탁

운영자”는 “수탁자”로 하는 검토도 필요해 보임.  

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1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이하 "아동전용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

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

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 및 조직)   ① 실내 어린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

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⑤ 시장(또는 수탁자)은 관리주체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 제12조(위탁운영자 자격 및 선정)”는 위탁운영자 자격을 각 호로 

구분한 바, 각 호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며, 제1호 중 “시”는 “서울

특별시”로, “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하는 검토가 필요함

〇 안 제13조(위탁계약) 및 안 제14조(지도감독)도 각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7)를 준용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제2항의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사유의 설명과, 재위탁하는 경우 

운영 성과 심의를 거친다고 규정한 바,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의 명확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4. 수탁기관의 의무

5. 관리ㆍ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미리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설명과 함께, 운영 성과 심의의 절차 및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〇 안 제15조(위탁의 해지) 및 안 제16조(재정지원)는 각각「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8)를 참조하여 해지 전 통보 및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관련 조례 인용 등의 규정 신설 등의  검토도 

필요해 보임 

〇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근거와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조문별 상세 설명이 요구되며, 다소 미흡한 

조문 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〇 질 의: 실내 놀이터 이용대상자를 영유아로 제한한 사유는

  〇 답 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생 24개월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로 

되어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은 아이들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제한하였음

  

  〇 질 의: 실내 놀이터 이용료 징수 근거가 있는지

  〇 답 변: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와 징수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도 

이용료를 받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었음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비용의 지원 및 관리는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〇 질 의: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장소가 지하인데 미세먼지나 환기가 안되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

  〇 답 변: 미세먼지 없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를 위해 공기청정기와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와 같은 환기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임 

  〇 질 의: 조례안 제7조제3항을 따르면 사전예약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〇 답 변: 사전예약 90%, 현장접수 10% 정도로 운영할 예정임

  〇 질 의: 조례안에 시설물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〇 답 변: 조례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됨

7. 토론 요지

  〇 토론과정 중, 이재민 의원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신설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여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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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1. 수정이유

  신설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

여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안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

지,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〇 시설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강행 규정 신설(안 제11조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놀이시설을”을 “놀이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놀이시설”을 각각 “놀이터”로 한다.

안 제3조 중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놀이터”로 한다.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관을 명할”을 “퇴장 시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관을 명할”을 “퇴장 시킬”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위탁운영자””를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

운영자는 놀이터를 위탁받아”를 “수탁자는 놀이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운영자”를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의 제목 “(위탁운영자 자격 및 선정)”을 “(수탁자 자격 및 선정)”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운영자”를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 또는 구”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받은 자”를 “수탁자”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위탁운영자”를 각각 “수탁자”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본문 중 “위탁운영자”를 “수탁자”로,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를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 할”을 “요

구할”로 한다.

안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위탁운영자”를 각각 “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

호 중 “위탁”을 “수탁”으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공공형 실내 놀이터”란 서울

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

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

이터”라 한다)”--------------

-----------------------------

-----------------------------

-----------------------------

----------------------------.

  3. “이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

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

다.

  3. --------- 놀이터를 -----------

-----------------------------

-.

  4. “관리주체”란 놀이시설의 소유

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

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

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 놀이터--------------

-----------------------------

-----------------------------

--------------------.

  5. “유지관리”란 설치된 놀이시설

에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하여 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 놀이터-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치)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

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에 둔

다.

제3조(위치) 놀이터----------------

--------------------------------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

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

--------------------------------

--------------------------- 퇴장 

시킬 ------.

  1. ∼ 4. (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5. 그 밖에 ----------------------

-----------------------------

-----------------------------

-----------

  5.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

--------------------------------

--------------------------------

--- 퇴장 시킬 ------.

제11조(운영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

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

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

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운영자”

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

제11조(운영자의 의무) ① ----------

--------------------------------

--------------------------------

------------------------------ -

------------------- “수탁자”--

-----------------------------.



제 정 안 수 정 안

다.

  ② 위탁운영자는 놀이터를 위탁받아

관리ㆍ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

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

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

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

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

다.

  ② 수탁자는 놀이터를 ------------

--------------------------------

--------------------------------

--------------------------------

--------------------------------

----------------------------.

  ③ 수탁자-----------------------

--------------------------------

--------------------------------

--------------------.

  ③ 위탁운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

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

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

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수탁자 자격 및 선정) ①-----

------------------------- 수탁자

-------------------------.

제12조(위탁운영자 자격 및 선정) ①

구청장이 설치한 놀이터 위탁운영자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

남구-------------------------

----------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제 정 안 수 정 안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자

를 선정할 때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 수탁자---

--------------------------------

--------------------------------

--------------------------------

---------------.

제13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운

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① -------- 수탁자

--------------------------------

--------------------.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1. 수탁자---------------

  2. ∼ 3. (생  략)   2. ∼ 3. (제정안과 같음)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수탁자-------------------

  5. ∼ 7. (생  략)   5. ∼ 7. (제정안과 같음)

  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자가 재위

탁 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

과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② -----------------------------

------------ 수탁자-------------

--------------------------------

--------------------------------

--.

  ③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자가 재위

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

  ③ --------------- 수탁자--------

--------------------------------



제 정 안 수 정 안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

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

으로 위탁운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

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 

-- 수탁자-----------------------

--------------------------------

--------------------- 수탁자----

--------------------------- 수탁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과 관계공무원이 조사한 

결과 중에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② -----------------------------

--------------------------------

--------------------------------

------------------------- 요구할

------.

제1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

다.

제15조(위탁의 해지) ---------------

--------------------------------

--------------------------------

-.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수탁자-----------------------

--------------------------------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 수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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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년월일 : 2019. 10.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보육지원과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관 재정지원과 시설 이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부과하는 요금

나. 놀이터 운영규정 (안 제5조~제6조)

1) 매일 개관함을 원칙

2) 휴관일 : 1월 1일, 5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다.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안 제7조)



1) 이용료 징수 : 1,000원(2시간), 10,000원(연간이용권)

2) 감면기준 : 장애영유아, 기초수급영유아 등

라. 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6조)

1) 놀이터 위탁운영 근거

2) 예산 범위 내에서의 재정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50조(조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붙임 1]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9. 9. 6. ~ 9. 26.) 결과, 안 제5조(개관 및 휴관)에서

휴관일을 조정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반영함.



현 행 반 영

제5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5월 1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어린

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제5조(개관 및 휴관) ----------

------------------------

-------------

1. 1월 1일, 5월 1일, 설날 및 추

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제12조 위탁 대행의 모집절차와 방법을 마련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이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놀이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

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놀이시설에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시설

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위치)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

남구 도곡로18길 57에 둔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5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5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감면과 사전예약제)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거나, 타인에

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예: 감기, 수족구 등)이 있는 경우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

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

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

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놀이터를 위탁받아 관리ㆍ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구청

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자 자격 및 선정) ①구청장이 설치한 놀이터 위탁운영자의 자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선정할 때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

제13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

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놀이터 이용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과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

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위탁운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과 관계공무원이 조사한 결과 중에

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

기준

이용료

(영유아, 

보호동반자)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평일

토요일

공휴일

1,000원

ㆍ1명당 이용금액

ㆍ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공공형 실내

놀이터

연간

이용권
10,000원

ㆍ1명당 이용금액

ㆍ강남구 주민에 한함

ㆍ1일 1회(2시간)만 이용가능

※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연간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시설 감면율 대 상 비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전액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

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11. 어르신(만 65세 이상)

12.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영유아 10명당 1

인)

13. 구청장이 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50%

감면
20명 이상 단체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실내놀이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산정 기준시점 : 2019년

- 세입 산정기준

○ 이용료수입 :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이용료

징수기준적용

- 세출 산정기준

○ 인건비 : 「강남구도시관리공단보수규정」에근거하여산정

○ 동력비 : 민간키즈카페 3개소 면적당평균 관리비적용

○ 수선유지비 : 유사시설(서초구 서리풀노리학교) 면적당수선유지비 적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요율적용

○ 지급임차료 : 유사시설(인천광역시 광장놀이터) 지급임차료적용

○ 복리후생비 : 유사시설(인천광역시 광장놀이터) 복리후생비적용

○ 소모품비 : 유사시설(인천광역시 광장놀이터) 면적당소모품비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입
◦ 이용료 수입 34,461 34,461 34,461 34,461 34,461 172,305

소계(a) 34,461 34,461 34,461 34,461 34,461 172,305

세출

◦ 인건비 244,176 253,943 264,101 274,665 285,651 1,322,536

◦ 동력비 1,925 1,874 1,826 1,778 1,732 9,135

◦ 수선유지비 1,548 1,616 1,688 1,762 1,839 8,454
◦ 보험료 14,901 15,497 16,116 16,761 17,432 80,706

◦ 지급임차료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 복리후생비 600 600 600 600 600 3,000

◦ 소모품비 18,244 18,353 18,464 18,574 18,686 92,321
소계(b) 283,193 293,684 304,594 315,940 327,740 1,525,152

□총 비용(a-b) -248,732 -259,223 -270,133 -281,479 -293,279 -1,352,847

4. 재원조달 방안

- 연도 별 사업예산(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편성

5. 작성자 : 보육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강진규(02-3423-585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입 추계 상세내역

○ 이용료수입

� 이용료수입 산정을 위해 유사시설(부산광역시 꼬마다락방)의 면적당 이용자수

를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계획규모에 적용하여 연간 이용수요를 산정함

구분

1회당

이용자수

(A)

일일 운영

횟수

(B)

연간

운영일수

(C)

연간

이용수요

(D=A×B×C)

비고

주중
단체 16명 2회

213일
6,816명

개인 34명 1회 7,242명

주말(개인) 46명 3회 96일 13,248명

계 - - 309일 27,306명

주1) 주중 단체 1회당 이용자수 = 유사시설 주중 단체 면적당 이용자수 0.05명/㎡ × 계획규모 330.00㎡

주중 개인 1회당 이용자수 = 유사시설 주중 개인 면적당 이용자수 0.10명/㎡ × 계획규모 330.00㎡

주말 개인 1회당 이용자수 = 유사시설 주말 개인 면적당 이용자수 0.14명/㎡ × 계획규모 330.00㎡

주2) 주중 연간이용일수 : 365일- 96일(주말)-48일(월요일)-2일(1월1일 및 5월1일)-6일(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

례(안)」에근거하여일일이용권과연간이용권으로구분하여이용료를징수할계획

으로 유사시설인 서울상상나라의 입장객 현황을 조사하여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

터연간이용수요에반영함

� 유사시설의입장객검토결과를적용한결과강남구공공형실내놀이터의일일이용자수

는26,511명, 회원이용자수는795명으로이를각각의이용료에적용한결과연간

수입은 34,461천원임

구분
이용자수

(A)

이용료

(B)

연간 수입

(C=A×B)
비고

일일 26,511명 1,000원 26,511천원

회원 795명 10,000원 7,950천원

계 27,306명 - 34,461천원

주) 일일이용자수 : 연간 이용수요 27,306명 × 유사시설 일일 이용객 비율 97.1%

회원이용자수 : 연간 이용수요 23,306명 × 유사시설 회원 비율 2.9%

- 세출 추계 상세내역

○ 인건비



� 강남구공공형실내놀이터는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계획으로시설장일반직4급

1인, 보육전문요원일반직7급1인, 운영요원(시설관리) 기술직6급1인, 운영요원(정규

직) 업무직8급3인에대한인건비는234,784,535원으로산정됨

※기본급및수당: 「강남구도시관리공단보수규정제36차」기준

구분
1인당 인건비

(원)

대상인원

(명)

금액

(원)

시설장 일반직4급 58,338,073 1 58,338,073

보육전문요원 일반직7급 36,667,828 1 36,667,828

운영요원

(시설관리)
기술직6급 43,940,017 1 43,940,017

운영요원(정규직) 업무직8급 31,946,206 3 95,838,618

계 6 234,784,535

주) 1인당 인건비 :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 동력비

� 동력비는전기세,수도세등으로민간키즈카페3개소의면적당평균관리비를적용하여산

정함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전기세, 수도세 등 1,975,882 330.00㎡ × 5,987.5원/㎡

○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는시설개보수비및시설장비유지비로유사시설(서초구서리풀노리학교)의면

적당수선유지비를적용하여산정함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수선유지비 1,483,103 330.00㎡ × 4,434.3원/㎡

○ 보험료

� 보험료및연금산정은각항목에따른2019년도요율을적용함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www.nhis.or.kr

※고용보험료: 고용보험홈페이지www.nhis.or.kr

※산재보험료: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

※국민연금: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직급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시설장

일반직4급

국민건강보험료 1,329,039 41,146,720원 × 3.23% × 1명

장기요양보험료 56,551 1,329,039원 × 4.26% × 1명

고용보험료 267,454 41,146,720원 × 0.65% × 1명

산재보험료 4,320 41,146,720원 × 0.01% × 1명

국민연금 1,851,602 41,146,720원 × 4.50% × 1명
계 3,508,966 　

보육

전문요원

일반직7급

국민건강보험료 840,293 26,015,260원 × 3.23% × 1명
장기요양보험료 35,754 840,293원 × 4.26% × 1명

고용보험료 169,099 26,015,260원 × 0.65% × 1명

산재보험료 2,732 26,015,260원 × 0.01% × 1명
국민연금 1,170,687 26,015,260원 × 4.50% × 1명

계 2,218,565 　
운영요원

(시설관리)

기술직6급

국민건강보험료 1,006,301 31,154,830원 × 3.23% × 1명

장기요양보험료 42,818 1,006,301원 × 4.26% × 1명

고용보험료 202,506 31,154,830원 × 0.65% × 1명

산재보험료 3,271 31,154,830원 × 0.01% × 1명

국민연금 1,401,967 31,154,830원 × 4.50% × 1명
계 2,656,864 　

운영요원

(정규직)

업무직8급

국민건강보험료 2,180,685 22,504,490원 × 3.23% × 3명

장기요양보험료 278,364 2,180,685원 × 4.26% × 3명

고용보험료 438,838 22,504,490원 × 0.65% × 3명

산재보험료 7,089 22,504,490원 × 0.01% × 3명

국민연금 3,038,106 22,504,490원 × 4.50% × 3명
계 5,943,082 　

총계 14,327,477

○ 지급임차료

� 지급임차료는정수기및공기청정기임대료로유사시설(인천광역시광장놀이터)의지급임차

료를적용함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지급임차료 1,800,000 150,000원 × 12월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근로자피복비로유사시설(인천광역시광장놀이터)의복리후생비를적용함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근로자 피복비 600,000 50,000원 × 6명 × 2회

○ 소모품비

� 소모품비는소모성물품구입비로유사시설(인천광역시광장놀이터)의면적당단위사업비

를적용함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소모성 물품구입 18,135,190 330.00㎡ × 54,955.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