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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14.

4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30.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2. 10. 14.)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행정국장 신연순 )

 가. 제안이유

  〇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 및『서울특

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의거 문화센터 프

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를 강남문화재단 및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

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위탁사무명 :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설주차장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관리 위탁

  〇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5항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안
번호 6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7조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18조

    2) 필요성

▶ 문화센터 기능통합 추진위원회 - ‘도시관리공단-문화재단 업무조정(안)’[기획예산과-13137(2019.9.26.)호]
    ○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 문화재단 지속수행의 안정성 권고
    ○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 도시관리공단으로 일원화 권고

      가) 강남문화재단 :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성

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동시에 함으로써 행정

재산의 효율적 관리 가능

      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문화센터 기능통합 추진위원회의 운영 일원화 권고에 

따라 최초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

로 부설주차장 관리에 적합

  〇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1) 위탁 대상 사무 :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2) 위탁 범위

     가) 강남문화재단

       (1) 17개 복합청사 :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

         (가) 문화센터 프로그램(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등) 운영

         (나) 건축, 전기, 기계실, 미화, 방호, 방화 등 시설관리

         (다) 문화센터 시설장비 소규모 유지보수 및 개·보수

         (라) 수익 시설 사용·수익 관리

         (마) 문화센터 물품관리 

         (바)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 등



       (2) 5개 단독청사 : 청소(청소인력 1명 배치 협의)

        ※ 임시청사 운영중인 개포1동 제외

     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설주차장

         (가)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나) 부설주차장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다) 주차요금 징수 및 운영수익금 세입조치

         (라)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 사용

         (마)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등

  〇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등) 

     1) 복합청사(주민센터 + 문화센터) : 17개소

 

연번 동 명 새주소 건물면적 규모 사용승인일 비 고
1 신사동 압구정로 128 1,722.81㎡【533.7평】 지하1층/지상6층 01.12.27.

2 논현1동 학동로20길 25 4,003.31㎡【1,211평】 지하2층/지상5층 01.12.27.

3 논현2동 학동로43길 17 7,472.9㎡【2,261평】 지하2층/지상7층 97.09.10.

4 청담동 압구정로79길 26 3,203.27㎡【968.9평】 지하1층/지상8층 91.10.12.

5 삼성1동 봉은사로 616 6,543.89㎡【1,982.7평】 지하3층/지상7층 09.09.06.

6 삼성2동 봉은사로 419 4,144.96㎡【1,255평】 지하2층/지상8층 04.11.12.

7 대치1동 남부순환로391길 19 2,513.9㎡【761.7평】 지하3층/지상5층 08.03.05.

8 대치2동 영동대로65길 24 9,932.67㎡【3,009.8평】 지하3층/지상2층 06.08.09.

9 대치4동 도곡로77길 23 4,238.7㎡【1,284,4평】 지하2층/지상6층 04.06.02.

10 역삼1동 역삼로7길 16 10,873.98㎡【3,295.1평】 지하3층/지상5층 07.10.01.

11 역삼2동 도곡로43길 25 1,975.78㎡【598.6평】 지하3층/지상5층 10.02.18.

12 도곡1동 도곡로18길 57 9,976.63㎡【3,023평】 지하3층/지상6층 12.12.14.
부설주차장
(공단)

13 도곡2동 남부순환로378길 34-9 4,780.84㎡【1,448.7평】 지하3층/지상5층 09.09.18.

14 개포2동 개포로 511 2,790.85㎡【845.6평】 지하3층/지상4층 09.10.24.

15 개포4동 개포동 1204 4,323.23㎡【1310.1평】 지하3층/지상5층 22.09.20.

16 세곡동 밤고개로 286 3,590.32㎡【1,087.9평】 지하2층/지상3층 03.07.03.

17 자곡동 자곡로 100 9267.42㎡【2808.3평】 지하2층/지상4층 21.12.30.



 〇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17개 복합청사, 5개 주민센터 단독청사, 1개 부설주차장인데,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은 도곡1동 문화센터 복합청사에 포함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61면 운영을 

주민자치과가 담당하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 위탁관리 대상시설 현황은 제출된 안건과 같음

 ◦ 17개 복합청사 중 개포4동은 ’22년 9월 운영을 개시하여 문화센터 운영실적은      

’22년 10월 현재 16개 문화센터만 해당함

 〇 위탁관리 소요예산을 검토해 보면, 22개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는 188억59백만원으로 

22개 문화센터 1개소당 평균 위탁비용은 8억6천만원 규모로 추산되며, 부설주차장 

위탁예산은 98,872천원으로 추산됨

    문화센터 위탁예산은 총 위탁비 18,859,835천원 중 인건비 4,892,281천원          

(25.9%), 시설관리 용역비(120명) 5,564,47천원(29.5%), 일반운영비 3,723,659천원(19.7%), 

시간강사비 4,111,923천원(21.8%), 시설비 567,500천원(3.0%)

구 분 예 산 액(천원) 지 출 총 액 잔 액 대비(지출/예산)

2022년 17,070,703 8,334,659 8,736,043 48.8%
(8월 기준)

2021년 13,714,916 9,520,173 4,194,742 69.4%
(코로나19 영향)

2020년 12,377,042 10,346,249 2,030,792 83.6%

    2) 단독청사(주민센터) : 5개소

 

연번 동 명 새주소 건물면적 규모 사용승인일 비고

18 압구정동 압구정로33길 48 1,402.24㎡【424.1평】 지상4층 79.05.09.

19 일원본동 광평로 126 1,326.24㎡【401.1평】 지하1층/지상3층 93.02.28.

20 일원1동 양재대로55길 14 1,286.14㎡【389.0평】 지하1층/지상3층 92.11.03.

21 일원2동 개포로 607 1,322.74㎡【400.1평】 지하1층/지상3층 92.10.31.

22 수서동 광평로 301-4 1,326㎡【401.1평】 지하1층/지상3층 92.11.20.

  〇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최근 4년간 위탁예산 추이를 보면, ’20년 123억원 → ’21년 137억원 → ’22년 170

억원 → ’23년(안) 188억원으로 증가추세이고 매년마다 평균 21.7억원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율이 높지 않은 상황임

    다만, 자곡동 문화센터는 비공식 ’22년 3월부터, 개포4동 문화센터가 공식 ’22년    

9월에 문을 연 것을 감안하면 위탁예산이 ’23년도 188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정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부정하기는 어려움

    부설주차장 위탁예산은 98,872천원인데, 최신형 주차관제장비(차량번호인식기, 무인요

금정산기 등) 설치 등으로 연간 1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 위탁예산 편성은 큰 문

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〇 문화센터 운영실적을 검토해 보면, 16개소 740개 강좌에 주민 회원수가 ’22년      

8월말 현재 59,768명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〇 문화센터 강좌 및 現인력현황

(2022. 8. 31. 기준)

문화센터
강좌수(강좌) 인 력(명)

회원수(명)
계 시간강좌 전임강좌 계 강사 사무직 헬스,골프,수영강사 용역

16개소 740 699 41 852 669 34 41 108 59,768

 〇 연도별/월별 이용인원 현황

(2022. 08.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추 진 실 적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4,260 4,572 6,805 7,870 10,257 12,917 14,856 15,302 3,373 3,505 4,187 4,171

2022년 59,768 4,260 4,546 4,836 5,441 7,721 9,781 11,223 11,960 진 행 예 정

2021년 32,307 · 26 1,969 2,429 2,536 3,136 3,633 3,342 3,373 3,505 4,187 4,171

2020년 51,476 15,203 13,2
43 60 · 316 533 488 1,629 · 6,567 9,057 4,380



 〇 총 지출대비 수지율

              (2022. 08. 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수익률

(수입/지출)총 계 시간강좌 전임강좌 대관료 및 
사물함 총 계 인건비 운영비 강사료

2022년 1,771,290 1,057,647 658,361 55,281 6,155,930 2,986,895 2,174,043 994,991 28.8%

2021년 911,777 461,963 427,371 22,443 6,217,121 3,620,358 1,964,426 632,337 14.7%

2020년 797,732 560,248 199,417 38,066 8,831,838 3,561,507 3,283,491 1,986,840  9.0%

 〇 수강료 대비 강사료 수지율 

(2022. 08. 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강좌수
(전임)

수입 지출 수익률
(수입/
지출)계 시간강좌 전임강좌 계 시간

강사료
전임

인건비
2022년 740(41) 1,716,009 1,057,647 658,361 2,042,474 994,991 1,047,482 84.0%

2021년 317(34) 889,334 461,963 427,371 1,917,970 632,337 1,285,633 46.4%

2020년 770(34) 759,666 560,248 199,417 3,201,672 1,986,840 1,214,006 23.7%

 〇 시설별 이용인원 현황 상세

                                                       (2022. 08.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계 단임 전임 계 단임 전임 계 단임 전임

계 51,460 41,012 10,448 32,307 19,206 13,101 59,768 38,730 21,038
신사 2,308 2,308 - 2,597 2,597 - 2,884 2,884 -
논현1 1,241 971 270 602 348 254 1,184 804 380

논현2 2,235 1,836 399 1,342 895 447 2,307 1,790 517

청담 1,417 1,417 - 784 784 - 1,265 1,265 -
삼성1 4,557 3,031 1,526 3,024 1,402 1,622 4,192 2,502 1,690

삼성2 3,142 2,276 866 2,628 1,716 912 3,599 2,564 1,035

대치1 3,027 2,722 305 1,741 1,535 206 3,071 2,822 249

대치2 4,511 3,325 1,186 3,811 2,090 1,721 5,930 4,000 1,930

대치4 3,094 2,677 417 1,281 932 349 1,737 1,383 354

역삼1 4,848 3,425 1,423 4,065 2,101 1,964 5,900 3,577 2,323

역삼2 2,906 2,606 300 1,623 1,096 527 3,243 2,733 510

도곡1 4,904 3,713 1,191 1,635 - 1,635 3,459 1,595 1,864

도곡2 5,124 4,057 1,067 2,986 1,358 1,628 5,501 3,815 1,686

개포2 5,198 4,218 980 2,872 1,562 1,310 3,958 2,609 1,349

세곡 2,948 2,430 518 1,316 790 526 2,694 2,146 548

자곡 - - - - - - 8,844 2,241 6,603



최근 3년간 이용인원 현황 최근 3개년 월별 이용인원 회복 추이

 

 시설별 매출현황

                                                 (2022. 08. 31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계 수강료
사물함 및

대관
계 수강료

사물함 및

대관
계 수강료

사물함 및

대관

계 797,733 759,666 38,067 911,777 889,334 22,443 1,771,291 1,716,009 55,281

신사 27,000 27,000 0 50,247 50,247 0 61,129 61,129 0

논현1 20,562 18,395 2,167 10,977 10,806 172 31,039 29,201 1,839

논현2 35,279 32,484 2,795 30,884 30,213 671 65,806 62,916 2,890

청담 19,596 19,513 83 20,275 20,201 74 37,695 37,229 466

삼성1 83,073 78,067 5,006 117,760 114,045 3,716 147,851 143,095 4,756

삼성2 48,550 45,528 3,022 69,700 67,776 1,925 108,397 104,205 4,193

대치1 38,868 38,052 816 42,734 42,537 198 83,401 83,060 342

대치2 111,360 101,063 10,297 142,299 137,418 4,881 235,108 214,281 20,827

대치4 46,475 44,601 1,874 29,742 29,393 350 48,955 48,175 781

역삼1 83,865 78,286 5,579 153,370 148,566 4,804 203,952 196,723 7,228

역삼2 37,230 36,307 923 35,951 35,436 515 88,357 87,340 1,017

도곡1 74,505 73,126 1,379 22,789 21,389 1,400 94,322 92,203 2,119

도곡2 69,193 68,132 1,061 99,091 96,489 2,603 189,055 185,154 3,901

개포2 66,278 64,900 1,378 56,592 55,942 650 99,939 98,575 1,364

세곡 35,899 34,212 1,687 29,366 28,880 486 75,430 74,398 1,032

자곡 - - - - - - 200,854 198,327 2,528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〇 연도별 문화센터 이용인원은 코로나19 영향이 심했던 2021년이 32,307명으로      

2020년보다 19,169명이 감소하였고, ’22년는 8월말 현재 59,768명으로 27,461       

명이 증가함

 〇 문화센터 이용주민 1인당 소요되는 평균 비용 검토

   2020년 20만1천원 → 2021년 29만4천원 → 2022년 8월현재 13만9천원

   이러한 이용인원 대비 실제 집행예산액을 개략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2022년도 8월말 현재 집행액 8,334,659천원을 문화센터 이용인원 59,768명으로 나누면 

주민 회원 1인당 평균 수혜 소요비용은 약 13만9천원이고,

   2021년은 집행액 9,520,173천원을 이용인원 32,307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수혜 소요

비용은 29만4천원, 2020년은 집행액 10,346,249천원 나누기 이용인원 51,476명으로 나

누면, 1인당 평균 수혜 소요비용은 약 20만1천원이 되어 2022년도가 예산집행을 52% 

정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최근 3년 중 가장 생산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산술

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음



   이와 함께 문화센터 수입 규모를 보면, ’20년은 7억97백만원, ’21년은 9억11백     

만원, ’22년은 17억71백만원임

   따라서 문화센터 이용주민 회원수가 증가할수록 투입되는 위탁예산의 1인당 수혜 소요

비용 단가가 감소하고 자부담 수입도 증가하기에 코로나19 영향이 극복된다면, 강남문

화재단의 문화센터 운영 성과가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〇 주민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신사 논현1 논현2 청담 삼성1 삼성2 대치1 대치2 대치4 역삼1 역삼2 도곡1 도곡2 개포2 세곡 자곡

`22년 98 92 94 94 96 96 96 92 96 92 98 94 92 94 100 88

`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인한미실시 22년

개관`20년 〃

    각 센터별 점수가 상당히 높은 90점 이상이고, 심지어 세곡문화센터는 만족도       

100점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자체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임, 신뢰도 강화 위해 매년 경영평가 차원에서 외부 조사를 의뢰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5점 척도로 조사한 센터별 설문조사 상세결과

(2022년 설문결과)

구 분 전 문 성 성 실 성 소 통 능 력 만 족 도 비 고

환산점수 95.1 95.0 95.7 94.5 100점
기준

평 균 4.76 4.75 4.79 4.73
신사 문화센터 4.9 5 4.9 4.9
논현1 문화센터 4.7 5 4.8 4.6
논현2 문화센터 4.8 5 4.8 4.7
청담 문화센터 4.9 5 5 4.7
삼성1 문화센터 4.7 5 4.7 4.8
삼성2 문화센터 4.8 5 4.9 4.8
대치1 문화센터 4.7 4.5 4.7 4.8
대치2 문화센터 4.6 5 4.6 4.6
대치4 문화센터 4.9 4.5 4.9 4.8
역삼1 문화센터 4.7 5 4.7 4.6
역삼2 문화센터 4.8 5 4.8 4.9
도곡1 문화센터 4.8 5 4.9 4.7
도곡2 문화센터 4.6 4 4.7 4.6
개포2 문화센터 4.7 5 4.7 4.7
세곡 문화센터 5 5 5 5
자곡 문화센터 4.5 3 4.5 4.4



 〇 문화센터 위탁관리 수행능력 평가결과 검토

   구의회 동의안 제출 전 문화센터 위탁관리 수행능력 평가 총점은 89.9점으로 기준점 

85점을 넘어 내부적으로 재위탁을 결정한 것임

   내부평가위원회는 총 7명이며, 행정국장이 위원장, 위원으로 기획예산과장, 문화      

체육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과장 3명, 문화예술팀장, 책읽는도시팀장, 주차시설팀장 등 

팀장 3명임

   평가방식은 평가위원들의 정성적 평가 70점과 사업담당 부서 평가인 정량적 평가     

30점으로 하고 있으며, 정성적 평가의 척도는 적합성, 전문성, 성실성이고 정량적 평가

는 협조성, 신속성, 적극성임

  □ 경험적․직관적 평가 탈피 위한,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 제고를 위해 평가 방식 개선 

검토 및 논의 필요함

   ◦ 연간 188억원이 넘는 위탁관리 예산을 집행할 기관평가를 외부평가 위원 참여      

  없이 외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매년 3년마다 재위탁 동의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으니, 3년마다 실질적인 경영      

  평가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평가를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 평가 척도 개발 및 평가항목 세분화 등 강남구형 자체 조직 평가기법 개발        

방안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〇 2023년 문화센터 운영목표를 보면, ’23년 목표 이용인원은 65,943명이고 강좌      

수는 800개로 책정하고 있음



 〇 각 시설별 목표 이용인원       

                                                       (2022. 08.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신사 논현1 논현2 청담 삼성1 삼성2 대치1 대치2 대치4 역삼1 역삼2 도곡1 도곡2 개포2 세곡 자곡

`23년
목표

65,943
(총계)

3,172 1,302 2,538 1,392 4,611 3,959 3,576 6,523 1,911 6,490 3,567 3,805 6,051 4,354 2,963 9,728

42,603
(단임)

3,172 884 1,969 1,392 2,752 2,820 3,104 4,400 1,521 3,935 3,006 1,755 4,197 2,870 2,361 2,465

23,340
(전임)

- 418 569 - 1,859 1,139 472 2,123 389 2,555 561 2,050 1,855 1,484 603 7,263

`22년
1~8월

59,948
(총계)

2,884 1,184 2,307 1,265 4,192 3,599 3,251 5,930 1,737 5,900 3,243 3,459 5,501 3,958 2,694 8,844

38,730
(단임)

2,884 804 1,790 1,265 2,502 2,564 2,822 4,000 1,383 3,577 2,733 1,595 3,815 2,609 2,146 2,241

21,218
(전임)

- 380 517 - 1,690 1,035 429 1,930 354 2,323 510 1,864 1,686 1,349 548 6,603

※ 출처 : 집행부 작성자료, *신사, 청담문화센터 전임강좌 無 
   각 시설별 강좌수 확대목표                        (2022. 08.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신사 논현1 논현2 청담 삼성1 삼성2 대치1 대치2 대치4 역삼1 역삼2 도곡1 도곡2 개포2 세곡 자곡 비고

`23년
목표 800 47 26 45 27 45 44 55 70 40 54 56 57 76 52 42 34

`22년
1~8월 699 41 19 39 21 38 37 49 63 33 48 50 50 70 47 37 27

대비
증감 101 6 7 6 6 7 7 6 7 7 6 6 7 6 5 5 7 

 〇 주민자치과가 제출한 별도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강남문화재단이 신년도 문화센터 

운영 목표를 적절하게 정한 것인지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경영전략은 무엇인

지가 산술적으로만 제시되고 이해 또는 기대 가능하게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음

 □ 강남문화재단은 2022년 6월말 기준 예산사업액이 총 315억45백만원이고        이 중 

자체사업은 93억6천만원, 수탁사업은 221억85백만원인데, 강남구가       위탁하는 수

탁사업 중 주민자치과가 추진하는 문화센터 16개소 운영은 170      억원으로 수탁사

업의 76.5%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문화센터 17개소 운영사업을 강남문화재단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조직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외부경쟁방

식을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조직운영 상 문제가 있을 것임 

 □ 그러나 ’23년 188억원이 넘는 위탁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온정적으로 강남문화재단이 문화센터 17개소를 독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는 의문이 들 수 있음 

    게다가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가 아닌 주민센터 5개소 동청사 관리를 문화재단이 반

드시 담당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 또한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혼용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할 때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평가와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위탁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집행부는 향후, 객관적인 경영평가 기법의 개발을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내부평가위원회 평가만으로는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성과를 측정하기는 한

계가 있어 보이니, 외부평가 위원이 참여하여 하는 경영 성과 평가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을 것임

붙임 :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끝.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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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연월일 : 2022. 9. 30.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주민자치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의거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를 강남문화재단 및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설주차장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관리 위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5항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7조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18조



    2) 필요성

  

▶ 문화센터 기능통합 추진위원회 - ‘도시관리공단-문화재단 업무조정(안)’[기획예산과-13137(2019.9.26.)호]
    ○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 문화재단 지속수행의 안정성 권고
    ○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 도시관리공단으로 일원화 권고

      가) 강남문화재단 :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동시에 

함으로써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가능

      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문화센터 기능통합 추진위원회의 운영 일원화 권고에 

따라 최초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등 시설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관리에 적합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1) 위탁 대상 사무 :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2) 위탁 범위

     가) 강남문화재단

(1) 17개 복합청사 :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

(가) 문화센터 프로그램(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등) 운영

(나) 건축, 전기, 기계실, 미화, 방호, 방화 등 시설관리

(다) 문화센터 시설장비 소규모 유지보수 및 개·보수

(라) 수익 시설 사용·수익 관리

(마) 문화센터 물품관리

(바)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 등

(2) 5개 단독청사 : 청소(청소인력 1명 배치 협의)

※ 임시청사 운영중인 개포1동 제외

     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설주차장

(가)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나) 부설주차장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다) 주차요금 징수 및 운영수익금 세입조치

(라)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 사용

(마)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등) 

     1) 복합청사(주민센터 + 문화센터) : 17개소

 

연번 동 명 새주소 건물면적 규모 사용승인
일 비 고

1 신사동 압구정로 128 1,722.81㎡【533.7평
】 지하1층/지상6층 01.12.27.

2 논현1동 학동로20길 25 4,003.31㎡【1,211평
】 지하2층/지상5층 01.12.27.

3 논현2동 학동로43길 17 7,472.9㎡【2,261평】 지하2층/지상7층 97.09.10.

4 청담동 압구정로79길 26 3,203.27㎡【968.9평
】 지하1층/지상8층 91.10.12.

5 삼성1동 봉은사로 616 6,543.89㎡【1,982.7평
】 지하3층/지상7층 09.09.06.

6 삼성2동 봉은사로 419 4,144.96㎡【1,255평
】 지하2층/지상8층 04.11.12.

7 대치1동 남부순환로391길 19 2,513.9㎡【761.7평】 지하3층/지상5층 08.03.05.

8 대치2동 영동대로65길 24 9,932.67㎡【3,009.8평】 지하3층/지상2층 06.08.09.

9 대치4동 도곡로77길 23 4,238.7㎡【1,284,4평】 지하2층/지상6층 04.06.02.

10 역삼1동 역삼로7길 16 10,873.98㎡【3,295.1평】 지하3층/지상5층 07.10.01.

11 역삼2동 도곡로43길 25 1,975.78㎡【598.6평】 지하3층/지상5층 10.02.18.

12 도곡1동 도곡로18길 57 9,976.63㎡【3,023평】 지하3층/지상6층 12.12.14.
부설주차장
(공단)

13 도곡2동 남부순환로378길 34-9 4,780.84㎡【1,448.7평】 지하3층/지상5층 09.09.18.

14 개포2동 개포로 511 2,790.85㎡【845.6평】 지하3층/지상4층 09.10.24.

15 개포4동 개포동 1204 4,323.23㎡【1310.1평】 지하3층/지상5층 22.09.20.

16 세곡동 밤고개로 286 3,590.32㎡【1,087.9평】 지하2층/지상3층 03.07.03.

17 자곡동 자곡로 100 9267.42㎡【2808.3평】 지하2층/지상4층 21.12.30.

    2) 단독청사(주민센터) : 5개소



 

연번 동 명 새주소 건물면적 규모 사용승인일 비고

18 압구정동 압구정로33길 48 1,402.24㎡【424.1평】 지상4층 79.05.09.

19 일원본동 광평로 126 1,326.24㎡【401.1평】 지하1층/지상3층 93.02.28.

20 일원1동 양재대로55길 14 1,286.14㎡【389.0평】 지하1층/지상3층 92.11.03.

21 일원2동 개포로 607 1,322.74㎡【400.1평】 지하1층/지상3층 92.10.31.

22 수서동 광평로 301-4 1,326㎡【401.1평】 지하1층/지상3층 92.11.20.

  마.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수행능력,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사업수행계획) 평가 실시 (2022. 9. 29.~30.)

  사. 소요예산 (구비100%, 2023년 연간 운영비 예상)

1) 강남문화재단 위탁예산 : 18,859,835천원
(단위:천원)

구분 계
민간위탁금 위탁사업비

인건비
운영경비

시설비
시설관리용역(120명) 일반운영비시간강사비

문화센터
위탁예산

18,859,835 4,892,281 5,564,472 3,723,659 4,111,923 567,500

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위탁예산 : 98,872천원
(단위:천원)

구분 계
전출금

운영비 경상이전비 시설비

도시관리공단
위탁예산

98,872 82,875 4,997 11,00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

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설치 목적에 맞게 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센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운영 및 시설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및 강남문화재단 또는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의계약 대상] ---------------------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P104)

-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2. 문화예술단체(기관)의 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4.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5.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구립문화공연 시설 등 운영·관리

  7.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건설·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사업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

  3. 각종 구립 체육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관련된 부대사업

 제18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