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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26.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19. 11. 27.)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 제안자 :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

  〇 강남복지재단에 대해 2020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기본재산을 출연 예정인 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미리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 출연기관 :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나.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다. 출연내용 : 강남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라. 출 연 금 : 1,035,783천원
    - 인 건 비 : 514,794천원
    - 운 영 비 : 520,989천원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민간 지정 기탁금을 제외한 기본재산의 
총 출연금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〇「지방재정법」1)에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20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구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〇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출연금 : 3,035,783천원 (인건비 : 514,794천원, 운영비 : 520,989천원)
                                                      

                                                     

1)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0 요구액 2019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035,783 398,634 2,637,149 662

인건비 514,794 249,798 264,996 106
기본연봉 424,592 227,850 196,742 86
제수당 54,479 21,471 33,008 154

퇴직적립금 35,723 477 35,246 7,389
운영비 520,989 148,836 372,153 250
4대보험 42,077 2,587 △1,110 △43

복지포인트 12,000 3,000 9,000 300
직원 급량비  8,448 4,608 3,840 83
관내출장여비 6,600 3,600 3,000 83

공공요금 및 제세 26,337 15,928 10,409 65
수도광열비 10,800 6,000 4,800 80
소모품비 23,907 17,210 6,697 39

도서인쇄비 4,200 2,050 2,150 105
지급임차료 10,640 9,320 1,320 14
수선유지비 11,042 10,192 850 8
차량유지비 1,910 3,110 △1,200 △39

보험료 2,940 4,720 △1,780 △38
지급수수료 14,400 11,680 2,720 23
업무추진비 30,000 13,200 16,800 127
관서업무비 4,880 2,580 2,300 89
교육훈련비 6,000 1,800 4,200 233
회의운영비 26,380 18,450 7,930 43
자산취득비 25,700 18,801 6,899 37
시설공사비 252,728 순증 순증

 

〇 제출된 사업이「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에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장학사업 포함)

2. 비수급 빈곤층 지원 사업

3. 복지시설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4.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



따른 사업 추진에 적정한 지의 설명이 필요함
〇 또한, 출연금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절차가 없어 보조금과 

다르니 그간 출연금 지원액 및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의 설명도 필요해 보임. 
〇 아울러, 그간의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표

2>에서 보듯이 재단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
가하고 있으니, 향후 출연에 있어 재단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 검토도 필요해 보임

< 표 1 >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현황(기본재산 제외)

2019.10.31. 현재, 단위 : 천원

출연금
연번 년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누계 3,509,093 1,960,391 1,548,702
1 2020(안) 1,035,783 - 1,035,783
2 2019 413,734 413,734 -
3 2018 322,645 148,000 174,645
4 2017 358,781 89,695 269,086
5 2016 478,838 464,367 14,471
6 2015 330,483 315,145 15,338
7 2014 568,829 529,450 39,379

< 표 2 > 총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기본재산 제외)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안)
총 예 산 2,886,338 2,175,332 4,535,224
출 연 금 322,645 413,734 1,035,783

총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 11.3% 19% 22%

※ 집행부 자료 재구성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

설을 말한다.



※ 참고사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

석기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2015.10.19.)”

- 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 출자·출연은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하

므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금액을 조정 확정할 사안이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됨

〇 이에, 본 건은 커뮤니티센터 수탁자로서의 문화재단 참여의 적정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〇 질 의: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159%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〇 답 변: 향후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증액되었음

  〇 질 의: 향후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는 새로운 팀이 구성되는 것인지
  〇 답 변: 예산이 통과되면 공공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돌봄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관리, 교육, 수급관리 등을 위해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
할 예정임

  〇 질 의: 향후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새로 운영을 하게 되면 몇 명의 인원이 
증원되는 것인지

  〇 답 변 : 6명이 증원될 예정임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