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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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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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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신연순)

 가. 제안이유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

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서 취득 4건임

 ○ 취득(4건)                                         
  (단위 : ㎡, 천원)

의안
번호 1



 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계획

을 수립하여 그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이러한 법적 근거로 집행부(재무과)는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련한 

각 부서의 계획안을 받아 내년도 구의회의 예산심사 전 예산편성과 관련된 공유재

산 취득 4건을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쳐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하였음

공유재산의 범위는 법 제4조1)에 따라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 동산인 기계 및 기구

1)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
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

연
번

사 업 명
[부 서 명]

구 분
소재지

면적
(㎡)

기준가격
(천원)

소요예산
(천원)사유 방법

1
강남창업펀드 운영
[일자리정책과]  

취득 유가증권
존속기간 8년

(투자 4년, 회수 4년)
1,000,000 1,000,000

2
선정경로당

신축(재심의)
[어르신복지과]

취득 건물신축 
선릉로105길 5
(역삼동 683-19)

605.42 4,696,255 4,696,255

3
도곡1경로당
신축(재심의)
[어르신복지과]  

취득 건물신축 
남부순환로355길 22
(도곡동 950-10)

728.23 5,647,236 5,647,236

4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문화체육과]

취득 건물신축 
도산대로45길 20
(신사동 649-9)

6,589.47 23,655,311 23,655,311

※ 기준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그 외 건물은 시가표준액, 신축은 사업비

 다. 참고사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와 물품 등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유가증권이나 수익권, 특허권, 온실가스 배출

권 등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영 제7조제1항2)에 따라 지자체가 취득 또는 처분하는 중요재

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하는데, 사용허가, 

대부, 회계간 이관, 증·감축 없는 리모델링 등 소유권의 변동 없이 재산을 관

리·운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영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여기서 

중요재산이라 함은 취득 대상 재산 1건당 10억원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집행부는 강남창업펀드 2호 10억원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1건, 건물의 신축에 해당하는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1건 그리고 경로당 건물 신

축 2건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반영하였는데, 경로당 신축 2건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2020년 11월 제2차 정례회 구의회에 제

출되어 의결된 안건이지만, 건축규모 변경 및 국제정세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건설비 인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영 제

7조제4항3))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에 따라 2021년도에 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의 경로당 신축 2건을 

재심의 받으려는 것은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여기서 기준가

격이라 함은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를 말

하는 것임

다만, 재심의받아야 하는 변경계획안의 내용을 수시분이 아닌 정기분으로 의결 받

으려는 것은 경로당 신축비가 ’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

하기 전 의회 회기에 맞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으려는 것임

〇 세부내용별 주요사항 검토

1) “강남창업펀드 운영”의 건

본 건은 강남구가 벤처투자조합에 조합원(출자기관/기업)으로 출자하는 10억원의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강남창업펀드 2호 출자동의안의 검토보고 주요내

용과 동일함

강남창업펀드 출자 사업은 강남구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참여하

여 전문 펀드 운용사로 하여금 유망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를 

파생시키는 사업방식임. 강남구가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조합명 “비에이피 제

5호 핑크펭귄투자조합”으로 전문 펀드 운용사는 비에이파트너스임

본 핑크펭귄투자조합은 3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하였는데, 구는 여기에 10억원

(3.3%)을 출자하였고, 운용사인 비에이파트너스 유한회사는 20억원, 엔에이치엔인

베스트먼트파트너스(주) 외 투자자는 120억원, 한국모태펀드 150억원 등이 조합원

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
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출자하고 있음

출자 약정액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특별조합원

비에이파트너스
유한회사

강남구청 엔에이치엔인베스트
먼트파트너스(주) 외

한국모태펀드
(정부)

300억원 20억원 10억원 120억원 150억원

이 벤처투자는 운용기간이 8년으로 4년간은 유망 벤처기업 등에 선별적이고 점진

적으로 투자되고, 4년간은 투자금을 투자된 기업들로부터 회수 받는 일반적인 구

조를 갖고 있음 

전문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는 관리보수로 강남창업펀드 투자조합 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 약정액 300억원의 연 2.5%를 받고, 3년 이후에는 투자잔액의 2.5%

를 받으며, 성과보수로 기준수익율 초과분의 20%를 받는데, 기준수익률은 연 3% 

수준임. 예컨대, 100억원을 투자하여 4억원의 수익을 냈으며, 초과분 1억원의 20%

인 20천만원을 받는 것임

조합원(출자기관/기업)의 수익은 펀드를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운용사 성과보수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출자원금이 20억원 미

만인 경우 조합은 해산한다는 약정을 유지하고 있음

전문 운용사가 투자하는 유망기업은 의료용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광통신 관련 

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 7년 이내 생존율을 갖는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대

상으로 하며, 전문 운용사가 강남구 출자금의 500%인 50억원을 강남구 내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있는데, 

2호펀드에서는 의무투자비율을 900%로 높여 9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하

며, 현재 2호 펀드가 투자 중인 5개 유망기업 중 강남구 소재 1개 기업에 3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2022년 9월말 현재, 투자실적은 총 투자횟수 5회, 72.3억원 규모

로 전체 약정액의 24.1% 수준임

□ 강남창업펀드 현황



구 분 강남창업펀드 (1호) 강남창업펀드 (2호)

펀드 조성액 530억원 300억원

區 출자액 10억(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중소기업육성기금)

區 출자비율 1.9% 3.33%

우리구

의무투자비율

구 출자금(10억)의 500% 이상

강남구 소재 기업에 투자

구 출자금(10억)의 500% 이상

강남구 소재 기업에 투자

목표 50억원 보다 많은 

190.8억원 달성

목표 50억원 보다 많은 

90억원 확약

운용기간 8년 (2021년~2029년) 8년 (2022년~2030년)

운용사 위벤처스 유한회사 비에이파트너스 유한회사

일자리 창출 효과를 21년 결성된 강남창업펀드 1호를 기준으로 검토해 보면, 강남

구 소재 9개사 고용현황이 투자시점에 468명에서 ’22년 6월말 620명으로 152명이 

증가하여 증가율 32.4%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6.8명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고 함

 2) “선정경로당 신축(재심의)”의 건

본 건은 경로당 신축 사업계획이 설계공모와 계획, 기본, 실시설계 단계를 거치면

서 건축규모 및 총공사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바 이를 반영하여 사전절차를 이행

하고 2023년 신축공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총 공

사비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1년 투자심사시 대비 30%이상 증가되어 구

의회에 예산심사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선정경로당 총 사업비는 4,696,255천원인데, 2021년도 설계비 및 설계공모보상비

로 138,101천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고, 2023년도 시설비 및 감리비로 4,558,154천

원을 편성하였음



시 설 명 선정경로당(역삼동 683-19) 건축규모 연면적 605.42㎡(지하2층 / 지상5층)

선정경로당

조 감 도
진행상황

’21. 10. 설계용역 계약 체결

’22. 2. 구 경관심의 완료

’22. 6. 구 굴토심의 완료

’22. 8. B.F. 예비인증 완료

’22. 10. 설계용역 준공(10월 말)예정

’22. 10. 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구  분
당  초

(202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 경(1차)
(2021. 區 투자심사)

금 회(변경 2차)
(2022. 區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비 고

(증감)

연면적 439㎡ (132.8평) 600㎡ (181.8평) 605.42㎡ (183.5평)
증) 166.42㎡

37.9%

규  모

3층
(93㎡)

할아버지 방, 

거실, 화장실

5층
(80㎡)

할아버지 방, 
다목적실

5층
(62.47㎡)

주방 및 식당, 
화장실

증) 지상 2개 층,

   지하 1개 층

 - 지상층 94.82㎡ 

증가

 (279 → 373.82㎡)

 - 지하층 71.6㎡ 

증가

 (160 → 231.6㎡)

4층
(83.81㎡)

할머니ㆍ할아
버지 방, 
화장실

4층
(93㎡)

할머니 방, 
주방 및 식당

2층
(93㎡)

할머니 방, 

다목적실, 

화장실
3층

(83.81㎡)
체육공간, 
화장실

3층
(93㎡)

체육 공간

2층
(83.81㎡)

정보화교실, 
화장실1층

(93㎡)
공용 공간, 

개방화장실

2층
(93㎡)

정보화교실

1층
(59.92㎡)

로비, 화장실1층
(93㎡)

테마 카페 

지하1층
(131.23㎡

)

다목적실, 
창고, 화장실

지하1층
(160㎡)

프로그램실, 

화장실, 주방 및 

식당, 기계실 

및 전기실

지하1
층

(148㎡)
대강당 지하2층

(100.37㎡
)

기계실, 
관리실, 창고

사업비

1,851백만원(구비 100%) 2,374백만원(구비 100%) 4,696백만원(구비 100%)
증) 2,845백만원

153.7%

공사비 1,711백만원 공사비 2,212백만원 공사비 4,350백만원
증) 

2,639백만원

설계비  120백만원 설계비  138백만원 설계비 230백만원
증)   

110백만원

감리비   20백만원 감리비   24백만원 감리비 116백만원
증)    

96백만원

사업기간 2020. 10. ~ 2022. 12. 2020. 10. ~ 2023. 6. 2020. 10. ~ 2024. 6. 증)    18개월

공사비 등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에는 

건축규모가 변경되어 연면적이 당 초보다 37.9% 증가한데 있음. 



건축규모는 2020년도에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한 당초 건축물 연면

적 439㎡(132.8평) 보다 166.42㎡(50.4평)가 증가한 605.42㎡(183.5평)으로 지하1

층 및 지상3층의 건물을 지하2층 및 지상5층으로 증가 변경하였기에 공사비 등 사

업비가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며, 사업기간도 당초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2월

이었으나, 공사기간이 18개월 연장되어 2024년 6월에 완료될 전망임

이에 덧붙여 2020년 이후 코로나 및 국제정세(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건

설비가 통계청 발표 건설공사비지수 2020년 대비 2022년 29.95% 증가, 철근 가격 

2020년 하반기 대비 2022년 상반기 69.4% 상승, 유연탄 가격 575% 상승, 보통인부 

노임단가 10% 상승 등의 영향 때문으로 사업비가 18억51백만원에서 46억96백만원

으로 153.7%(28억45백만원)가 증가한 것임

 3) “도곡1경로당 신축(재심의)”의 건

본 건은 경로당 신축 사업계획이 설계공모와 계획, 기본, 실시설계 단계를 거치면

서 건축규모 및 총공사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바 이를 반영하여 사전절차를 이행

하고 2023년 신축공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총 공

사비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1년 투자심사시 대비 30%이상 증가되어 구

의회에 예산심사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도곡1경로당 총 사업비는 5,647,236천원인데, 2021년도 설계비 및 설계공모보상비

로 162,526천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고, 2023년도 시설비 및 감리비로 5,484,710천

원을 편성하였음



시 설 명 도곡1경로당(도곡동 950-10) 건축규모 연면적 728.23㎡(지하1층 / 지상4층)

도곡1

경로당

조 감 도

진행상황

’21. 10. 설계용역 계약 체결

’22. 2. 구 경관심의 완료

’22. 4. 구 굴토심의 완료

’22. 10. B.F. 예비인증절차 완료(예정)

’22. 10. 설계용역 준공(예정)

’22. 10. 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본 사업 역시 공사비 등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 

건은 선정경로당과 달리 건축 연면적이 당초보다 8.77㎡(약2.6평, -1%)가 감소 되

었음에도 당초 보다 층수는 1개층이 더 많아졌음. 당초 지하1층 및 지상3층으로 

된 시설구성이 지하1층 및 지상4층 규모로 변경되었음

구    분
당  초

(2020.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1년 區 투자심사)

금  회
(2022. 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비 고

(증감)

연 면 적 737㎡ (223.3평) 728.23㎡ (220.7평)  감)8.77㎡ (-1%) 

시설구성

지상3
층

(167㎡)

할아버지방, 다목적실, 
화장실

지상4층
(84.6㎡) 주방 및 식당, 다목적실

지상층 증설

(지상3층→지상4

층)

증)지상층15.23㎡ 

(501㎡ → 516.23

㎡)

지상3층
(157.12㎡

)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거실지상2

층
(167㎡)

할머니방, 주방, 식당, 

화장실 지상2층
(158.12㎡

)

체육시설, 
정보화교육장,사무실지상1

층
(167㎡)

공용공간, 화장실 지상1층
(116.39㎡

)

북카페, 다목적실, 
화장실지하1

층
(236㎡)

대강당, 화장실, PIT 지하1층
(212㎡)

프로그램실, 화장실, 
PIT

사 업 비

2,863백만원 (구비 100%) 5,647백만원 (구비 100%)
증) 2,784백만원

 (97.2%)

공사비 2,675,015천원 공사비 5,257,310천원
증) 2,582,295천

원

설계비 159,326천원 설계비 264,681천원 증) 105,355천원

감리비 29,142천원 감리비 125,245천원 증) 96,103천원

사업기간 2021. 1. ~ 2022. 12. 2021. 1 ~ 2024. 6. 증) 18개월

건축규모는 2020년도에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한 당초 건축물 연면

적 737㎡(223.3평) 보다 8.77㎡(2.6평)가 감소한 728.23㎡(220.7평)임



사업기간은 당초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이었으나, 공사기간이 18개월 연장되

어 2024년 6월에 완료될 전망임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 된 주요 사유는 코로나 및 국제정세(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건설비가 통계청 발표 건설공사비지수 2020년 대비 2022년 29.95% 증

가, 철근 가격 2020년 하반기 대비 2022년 상반기 69.4% 상승, 유연탄 가격 575% 

상승, 보통인부 노임단가 10% 상승 등의 영향 때문으로 사업비가 28억63백만원에

서 56억47백만원으로 97.2%(27억84백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선정경로당과 유사한 

맥락임

 4)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의 건

본 계획안은 1998년 건립된 노후한 도산기념관을 철거하고 이 철거된 부지에 기념

관과 공공도서관, 지하주차장 등 3개 기능을 갖춘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을 

철거와 함께 진행하려는 것임

압구정 지역의 도서관 및 주차장 수요 충족을 위한 도산공원 복합건물(도서관·기

념관·지하주차장) 건립(안)을 주민 선호가 높은 시설인 도서관의 면적을 늘려 문

화복합공간으로 건립하고자 집행부 내부적으로 도서관을 확장하는 계획안으로 변

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임

본 사업은 2008년부터 도산공원에 기념관과 도서관을 갖춘 복합건물과 지하 공영

주차장을 함께 건립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2008년부터 2010년 사

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이 공원을 훼손시킬 것

이라는 이유로 사업안을 반려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훼손을 최소화

하고 기념관 재건축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부 가결을 하였음

2022년 7월 5일, ‘도산공원 복합건축물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도

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전 동의를 얻게 되었음.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란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결정으로 기

념관 재건축과 도서관ㆍ공영주차장 신설의 토대가 마련됐으며, 

2022년 10월 자체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임. 이후, 2023년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6

년 시설을 완공할 계획임

구 분
도산기념관

현 재

도서관·기념관·지하주차장 복합건물 증   감
(현재대비)

변경 전 변경 후

층    수 지하2층 / 지상1층 지하3층 / 지상3층 지하3층 / 지상3층

건축면적 383.68 813.80 813.80 430.12

지하층바닥면적 405.00 4,288.43 4,288.43 3,883.43

연면적 983.40 6,589.47 6,589.47 5,606.07

지하3층 - -
주차장
(33대/기
계실)

1,477.06
(142.75)

주차장
(33대/기
계실)

1,477.06
(142.75)

1,477.06
(142.75)

지하2층 강당·수장고 405.00
주차장

(31대/기
계실)

1,477.06
(142.75)

주차장
 (31대/기
계실)

1,477.06
(142.75)

1,072.06
(142.75)

지하1층 도산학회·
회의실 231.00

주차장
    ( 2 9
대)

1,334.31
주차장

    ( 2 9
대)

1,334.31 1,103.31

지상1층 전시관·영상
실·사무실 347.40 기념관 813.80 기념관 813.80 466.4

지상2층 - - 기념관 743.62
기념관 91.16

743.62
도서관 652.46

지상3층 - - 도서관 743.62 도서관 743.62 743.62



- 예상건립비 내역(단위: 천원) -

구 분 도서관 기념관 지하주차장
(교통행정과) 합계

시설공사비
(철거비+건축공사

비+제로
에너지+물가상승

률)

5,140,217 5,437,418 10,021,712 20,599,347

설계비 260,160 279,487 515,122 1,054,769

감리비 56,182 60,355 111,241 227,778

기타비용
(인증수수료,
운영장비 등)

573,181 25,955 47,837 646,973

예비비 361,487 290,161 474,796 1,126,444

시설별 사업비계
(비율)

6,391,227
(27.01%)

6,093,376
(25.76%)

11,170,708
(47.24%)

23,655,311
(100%)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계획안대로 의결된다면, 현재 기념관보다 연면적은 6.7

배 증가된 6,589.47㎡(약 1,997평)이 되며, 도서관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층과 

3층에 조성되어 1,396.08㎡(423평) 규모가 될 것임

다만, 현재 기념관 지상1층과 지하1ㆍ2층을 합한 면적 983.4㎡(298평)보다 78.44

㎡(24평)가 감소한 904.96㎡(274평)가 된다는 것이 약간의 흠이 될 수 있으나, 도

서관을 찾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강남구의 역사적 인물인 도산 안창호 선생을 자연

스럽게 기억하게 되고 일본제국주의의 반인륜적 역사를 다시금 상기할 수 있게 하

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에 복합건물의 의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36억55백만원임. 이중 기념관과 도

서관 건립비용은 일반회계로 124억84백만원으로 추산되고, 지하주차장건립은 주차

장특별회계로 111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2023년 1분기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를 받은 뒤 설계용역 등을 추진

해야 하므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사업비를 6억

9,828만1천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복합건물 지상부분 설계비(5억39백만원)와 전체 설계공모비 1억5백만원, 설

계VE4)(value engineering)용역비 4천9백만원 등으로 구성됨

 〇 구청장(재무과)이 제출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자리 창출

과 어르신복지 시설 개선 및 확장, 역사공원과 주민편의 시설 확대라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안들로 구성되었음

특히, 어르신복지시설인 경로당 건립은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반영하여 건립하는 복지시설로 지역사회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집행부 공유재산심의회 등 내부결정 시 

적절히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였다면 상대한 건설비 증가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이

고 당초 계획대로 2022년 12월말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것인데, 계획 및 설

계 변경으로 공사비 등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시기와 맞물려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 가중을 불러왔으니, 향후에라도 의사결정 변경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노

력해야 할 것임

도산공원 복합건물 사업추진 역시 남은 절차인 서울시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

를 적절히 대응하고 경로당 신축 재심의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붙임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

4)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발주청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가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도모. 보통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설계변경 단계에서 각 1회 이상 실시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