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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4.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11. 25.)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〇 강남복지재단에 대해 2023년도 인건비, 운영비를 출연 예정인 바, 「지방
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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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5,911천원
    - 인 건 비 : 543,784천원
    - 운 영 비 : 122,127천원
   ※ 2023년 필요예산액 : 1,065,911천원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22년 발생한 잉여금 
400,000천원 (인건비 200,000천원, 운영비 200,000천원)을 2023년도 
필요예산액에서 차감 편성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3 
요구액 

2022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65,911 955,386 △289,475 △30.3%

인건비 543,784 608,115 △64,331 △10.6%

급여 325,183 476,000 △150,817 △31.7%

연차수당 16,755 18,662 △1,907 △10.2%

초과근무수당 66,056 55,982 10,074 18.0%

퇴직적립급 57,191 57,471 △280 △0.5%

명절수당 52,519 52,519 순증

가족수당 4,800 4,800 순증

장기근속수당 1,000 1,000 순증

자격증수당 4,680 4,680 순증

정액급식비 15,600 15,600 순증

운영비 122,127 347,271 △225,144 △64.8%
4대보험 10,899 28,737 △17,838 △62.1%

복지포인트 9,500 3,000 6,500 216.7%

직원 급량비 2,216 9,216 △7,000 △75.9%

여비 3,600 6,240 △2,640 △42.3%

공공요금 및 제세 2,050 18,000 △15,950 △88.6%

수도전기요금 200 21,600 △21,400 △99.1%

소모품비 10,640 38,520 △27,880 △72.4%

도서인쇄비 4,720 6,560 △1,840 △28.0%

지급임차료 14,800 21,000 △6,200 △29.5%

수선유지비 1,300 12,000 △10,700 △89.2%

차량유지비 4,692 2,293 2,399 104.6%

보험료 4,370 4,370 0 0.0%

지급수수료 18,200 25,920 △7,720 △29.8%

업무추진비 10,000 30,000 △20,000 △66.7%

관서업무비 4,040 4,040 0 0.0%

교육훈련비 3,400 6,700 △3,300 △49.3%

회의운영비 7,400 27,600 △20,200 △73.2%

포상금 2,500 2,500 0 0.0%

자산취득비 7,600 78,975 △71,375 △90.4%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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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〇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〇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임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문성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1)에 따라 강남복지재단(이하 “복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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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의 2023회계연도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2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복지재단의 출연근거2)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3) 등 법령상의 근
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출연동의안은 출연여부(예산안 편성)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이후 심의과정에서 복지재단의 사업추진의 적합성과 효과성 및 중
복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

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강남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B6%9C%EC%9E%90#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B6%9C%EC%9E%90#AJ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