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강남구청장(뉴디자인과)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9. 18.)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가. 제안이유

  〇 개포동에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개포)를 별표 1에 규정하고,

  〇 강남힐링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용료와 

대관료를 일부 조정하며,

  〇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준 대다수 주민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해 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개포) 규정(안 제17조제2항, 별표 1)

〇 이용료와 대관료 일부 조정(안 제19조, 별표 2)

  〇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8.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05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다.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〇 예산조치 : 강남힐링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〇 합    의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와 합의 

  〇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0. 7. 24.~ 8.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〇 강남힐링센터1)는「지방자치법」제144조2)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로서 공공시

설의 설치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

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또한, 공공시설의 설치는 어떤 종류의 공공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가장 중

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고, 조례 제17조제2항의 강남힐링센터 시설의 ‘명

칭과 위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개포3단지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공공시설인 강남힐링센

터로 이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하려는 것임. 개포2동의 총 인구는 

22,451명이며, 40대이후가 12,349명으로 55퍼센트로 건강과 문화 등에 대한 수요가 많

은데 비해 개포2문화센터와 개포도서관 외 생활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설치하려는 것으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강남힐링센터”란 주민의 행복 증진과 심신 건강을 위한 몸과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강남힐링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2)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로 보임.  

    - 강남힐링센터(개포) 시설 및 운영 개요는 다음과 같음. 

기부채납시설 현황 (개포2동, 개포3단지 기부채납)

· 위  치 : 개포동 1281-1 (디에치아너힐스~개포도서관 사이)

· 면  적 : 697.84㎡(약 211평, 지상1층), 대지 4471.7㎡(개포문화공원)

·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 시  설 : 강당(188㎡), 강의실(34㎡, 36㎡), 연습실(55㎡), 사무소(58㎡)

          화장실(61㎡) 외 전기실, 기계실 등 ※ 주차공간 옥외 10여 대

· 수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예정

· 예상 사업비 : 1,262,952천원

   〇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설치 및 기능)에서는‘강남힐링센터’를 각각 ‘센터’로 약칭하려

는 것은 이미 제3조(정의)에서 되어 있어 바로잡으려는 것임. 

     - 안 제20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신설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

여 센터의 수강료를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 감면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다른 조례에서도 이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별표 1의 개정사항은 강남힐링센터의 명칭 및 위치 중 개포동의 강남힐링센터

(개포)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명칭 위치

강남힐링센터

(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T101호)

강남힐링센터

(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별표 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7조 관련)

명칭 위치

강남힐링센터

(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T101호)

강남힐링센터

(개포)

강남구 삼성로3길 39

(개포동 1281-1)

강남힐링센터

(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별표 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7조 관련)



4. 질의 및 답변 요지

  〇 현재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수강료를 

삭감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코로나19 추이를 검토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

서 수강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서의 의견은.

  〇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코로나19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들에

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재개정 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표 2의 개정사항은 사용료 징수 중 강좌 운영에 관하여 다른 센터(문화센터 

등)와 운영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안일자 : 2020.9.18.

제305호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항 신설에 대한 실익이 없어 신설 조항과 이에 따른 부칙을 삭제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에 따른 신설 조항 삭제(안 제20조의2)

❍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에 따른 신설 조항 관련 부칙 삭제(안 부칙 제

2조)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행복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수강료의 한

시적 감면)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

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별표 2의 수강료와 별

표 3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시적으로 구민에게 감

면대상에 따라 최대 50

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

는 제외한다.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

의제2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수정안 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5

제출년월일 : 2020. 9. 4.

제 출 자 : 강 남 구 청장

제 출 부 서 : 뉴 디 자 인과

1. 제안이유

가. 개포동에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개포)를 별표 1에 규정하고,

나. 강남힐링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이

용료와 대관료를 일부 조정하며,

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준 대다수 주민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의

미에서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개포) 규정(안 제17조제2항, 별표 1)

나. 이용료와 대관료 일부 조정(안 제19조, 별표 2)

다.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강남힐링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구별표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4.～ 8.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남힐링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

하여 별표 2의 수강료와 별표 3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

에게 감면대상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7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강남힐링센터(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코엑스)

2 강남힐링센터(개포)
강남구 삼성로3길 39

(개포동 1281-1)

3 강남힐링센터(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별표 2]

사용료(제19조 관련)

구    분

월 단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강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

(비할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이용료 자유입장 1회 5,000원 ~ 20,000원

대관료

개인힐링

소규모실
1회(1시간) : 30,000원 ~ 60,000원

그룹힐링

대규모실
1회(2시간) : 80,000원 ~ 350,000원

비고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이하인 강좌

○ 강좌 운영횟수는 주1회 기준 4회를 기본으로 하여 수강료를 책정하되, 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기준 횟수 미달 시 수강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

○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일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행

복 증진과 심신 건강을 위한 강남힐

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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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강남힐링센터의 명

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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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

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

성화 등을 위하여 별표 2의 수강료와 

별표 3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

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감면대

상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제외

한다.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7조 관련)

명칭 위치

강남힐링센터(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코엑스)

강남힐링센터(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별표 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7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강남힐링센터(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코엑스)

2 강남힐링센터(개포)
강남구 삼성로3길 39

(개포동 1281-1)

3 강남힐링센터(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별표 2]

사용료의 징수 등(제19조 관련)

수강료

구 분

월 단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

(비할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이용료 VR 등 1회 이용권 10,000원

대관료

체험실 1회(1시간) : 30,000원

전시·공연장 1회(2시간) : 143,000원

비고

○ 수강료는 월 단위(주1회 기준 월4회, 1회 1시간)로 책정하며, 기준횟수 미달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단, 회차별로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 : (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회차당 강의시간)×(회차 수)

○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어, 개인 지도 형태로 운영

되는 강좌

[별표 2]

사용료(제19조 관련)

구 분

월 단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강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

(비할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이용료 자유입장 1회 5,000원 ~ 20,000원

대관료

개인힐링

소규모실
1회(1시간) : 30,000원 ~ 60,000원

그룹힐링

대규모실
1회(2시간) : 80,000원 ~ 350,000원

비고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이하인 강좌

○ 강좌 운영횟수는 주1회 기준 4회를 기본으로 하여 수강료를 책정하되,

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기준 횟수 미달 시 수강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

○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일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남힐링센터(개포)의 구축․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도 예산 편성, 세출예산편성지침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세입

강남힐링센터(개포) 48,000 50,000 52,000 54,000 56,000 260,000

소계(a) 48,000 50,000 52,000 54,000 56,000 260,000

세출

강남힐링센터(개포) 1,288,262 420,000 440,000 460,000 480,000 3,088,262

소계(b) 1,288,262 420,000 440,000 460,000 480,000 3,088,262

□총 비용(a-b) -1,240,262 -370,000 -388,000 -406,000 -424,000 -2,828,26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1,240,262 -370,000 -388,000 -406,000 -424,000 -2,828,262

기타

합계

5. 작성자 : 뉴디자인과 화희영(☎3423-7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