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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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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정의결 

   -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2. 11. 25.)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신연순)

 가. 제안이유

  〇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의 행정동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개포3동 신설 및 일원2동 삭제

  〇 개포4동 주민센터 위치(주소) 수정

 다.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〇 합    의 : 해당없음

  〇 기    타

    1) 신·구별표대비표 별첨

의안
번호



 〇 구청장(총무과)이 제출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행

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일원2동 동명개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 제출안대로 변경해 줄 것을 바란다는 의

견을 낸 바 있으며, 지난 제8대 의회 제297회 임시회(2021.9.21.) 동일한 내용

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집행부 제출안이 수정되어 현재 행정동 ‘일원2

동’이 존속되고 있음

<추진배경>

 ○ 일원2동 주민 숙원사업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2020∼2022), 예산보고회(2018·2019) 안건,

주민탄원, 주민자치위원회회의안건등으로접수한민원

- 최근구청장에게바란다(7건, 2022. 8.) 및 일원2동 주민탄원서(466명, 2022. 8.) 제출 등

지속적인주민들의건의·민원요구

○재건축등에따른개포동의인지도상승이주민들의높은선호도를견인

○일원2동(행정동) 전체세대수(7,443세대/2022. 9.기준) 중개포동(법정동) 지번이다수 (약

66%, 4,923세대)를차지

    2) 입법예고(2022. 10. 7. ∼ 2022. 10. 27.)

      가) 제출의견 

제출자 의견 요지

일원2동동명개정

비상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박○○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의행정동 명칭 변경을위한 서울특

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안이원안대로처리되길희망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서 제출 제외

    6) 비용추계서 : 별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이와 같은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지방자치법」제7조에 있는데, 

본 조문은 법정동 관련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다만, 제4항은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

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

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고 하고 제2항에

서는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내에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법 제9조를 따라 

“행정동의 소재지 명칭 변경”에 의해 “행정동 명칭”을 변경할 수밖에 없기에 

집행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행정동 명칭변경안을「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추정됨

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식적으로 ‘행정기구’ 조직관리 관련 조례

이기에 행정국 총무과가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국 주민자치과가 관련 있

는 상황이어서 주민자치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였음



<주민자치과 의견>

○ 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본회의에상정된바있는데, 당시 구의회상임위에서는현개포2동 관할인 개포
8·9단지 재건축 완료 후, 행정동 구역 조정과 행정동 명칭 변경을 동시 추진하
라는권고의견을받은바있음.

○ 구의회의 의견과 같이 ’22.11월 현재 기준 개포2동 관할인 개포8단지와
9단지를일원2동에편입할경우, 개포 8, 9단지 거주세대수인 3,825세대가 일원
2동으로 편입하게 되며, 일원2동의 총 세대수는 11,267세대, 개포2동의 총 세대
수는 7,799세대가되어관할구역내거주세대수가역전되는상황이 발생할것으
로전망됨

○ 따라서 우리구는 추가적인 민원 발생을 대비하여 일원2동의 동 명칭 변경을
선행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개포4단지(개포프레지던스자이), 개포 5, 6, 7단지 재
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민의견, 제반상황, 법정동 혼재 여부 등 종합 적인
검토를통해행정구역조정을준비할계획임

 〇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개포 8단지와 9단지를 일원2동으로  

편입하고 이를 개포3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할 경우, 

 - 일원2동(개포3동) 세대수와 인구수는 7,442세대에서 3,825세대가 증가한         

11,267세대가 되고, 인구수는 17,411명에서 8,683명이 증가한 26,09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개포2동 세대수와 인구는 11,624세대에서 3,825세대가 감소한 7,799세대가 되고  

인구수는 32,352명에서 8,683명이 감소한 23,669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개포 8ㆍ9단지를 일원2동에 편입하지 않고 일원2

동을 단지 개포3동으로 명칭만 변경할 경우, 향후 개포 4, 5, 6, 7단지 재건축 완공 

후 개포2동은 상당히 많은 세대 및 인구 증가를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이번 개편 때, 개표 8ㆍ9단지를 일원2동(개포3동)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

으나, 현재 일원2동 거주자 다수가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행정동명을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차원에서 행정동 명칭변경을 우선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주민자치과 여론조사 결과 

   : 일원2동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일원2동 행정동 명칭을 개포3동으로의 변경 추진’ 효력발생을 위한 주민 참

여·찬성 기준 충족

  

조 사 대 상 조 사 결 과

총 세대수 조사 세대수 조사(참여)율 찬 성 반 대 무 효
* 제출세대중찬/반무응답

7,300 4,882 66.88%
4,357

(89.25%)
458

(9.38%)
67

(1.37%)

    ※ 세대별명부 기준 총 세대수는거주불명자, 주민등록말소자를 제외한 세대수    



[ 일원2동 기본현황 ]      (2022. 8. 기준)

인 구(명) 세대수 관 내 도
17,500 7,443

법정동 구성
1. 개포동

2. 일원동

3. 대치동

 4,923세대(66%)

 2,520세대(34%)

 0세대
  총 면적(㎢)     1.24

1. 일원동

2. 대치동

3. 개포동

   0.55(44%)

   0.37(30%)

   0.32(26%)
통 반
27 192

강남구 인구 및 세대수 현황(22.10.현재) 

구분 동별 인구
(명)

면적

(㎢)
통 반 인구수 세대수

신사동(新沙洞) 15,701 1.89 34 212 15,699 6,898
논현1동(論峴1洞) 21,654 1.25 42 281 21,574 13,834
논현2동(論峴2洞) 20,563 1.47 40 278 20,555 11,167
압구정동(狎鷗亭洞) 25,800 2.53 38 253 25,763 10,053
청담동(淸潭洞) 25,243 2.33 48 341 25,220 11,062
삼성1동(三成1洞) 12,600 1.94 23 149 12,556 5,381
삼성2동(三成2洞) 30,806 1.24 45 283 30,784 13,665
대치1동(大峙1洞) 23,835 0.79 28 194 23,889 7,241
대치2동(大峙2洞) 37,032 2.00 54 362 37,123 13,097
대치4동(大峙4洞) 19,393 0.73 28 178 19,378 10,103
역삼1동(驛三1洞) 34,744 2.35 51 333 34,654 23,862
역삼2동(驛三2洞) 36,931 1.15 50 326 37,016 15,881
도곡1동(道谷1洞) 21,206 1.02 35 237 21,212 8,477
도곡2동(道谷2洞) 32,776 1.02 42 315 32,807 11,516
개포1동(開浦1洞) 6,906 1.27 32 199 6,890 2,635
개포2동(開浦2洞) 28,200 2.51 52 322 28,264 9,817
개포4동(開浦4洞) 23,595 1.49 35 249 23,578 10,033
일원본동(逸院本洞) 43,292 2.58 31 209 43,293 18,074
일원1동(逸院1洞) 23,035 0.92 27 176 22,994 8,028
일원2동(逸院2洞) 14,908 1.24 27 192 14,881 7,432
수서동(水西洞) 17,411 1.43 27 193 17,399 7,441
세곡동(細谷洞) 14,472 6.36 58 327 14,417 7,777

강남구
전체 529,946 233,474



※ 행정국 주민자치과 제공자료

 〇 현행 지방자치법의 행정구역 관련 내용은 법정동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어 

실제 주민 생활의 영역인 행정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집행부는 일원2동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행정동 명칭변경을「서울특

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출로 이를 이행하고자 하

는 것이나, 엄밀히 보자면 주민의 생활영역인 행정동은 “행정기구 설치 조

례”와 별도인 “행정동 설치 조례”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

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동 명칭이 행정기관이나 관청의 전

유물이 아닌 주민의 것이라는 자치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민자치과가 조사한 해당지역 주민의견의 다수가 일원2동의 명칭을 개포3동

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기초지자체가 이에 호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

나, 행정동 명칭 변경 후, 남게 되는 “일원본동과 일원1동”의 명칭 문제와 

개포 8ㆍ9단지 편입의 문제 등 다수의 비효율적 행정적 문제가 후속적으로 보

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임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