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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03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
 나. 상정의결 
   -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17. 11. 27)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 제안자 : 복지문화국장 강현섭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

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재단
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나. 출연근거(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재정지원)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재산)제4항
 다. 사업내용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조직 및 자체사업 운영 
  라. 출연예산 : 금2,673,036,000원



사  업  명 2018 요구액 2017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A+B) 2,673,036 2,324,648 348,388 15.0

조직운영출연금(A) 121,084 111,120 9,964 9.0

사업운영출연금(B) 2,551,952 2,213,528 338,424 15.3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1,766,521 1,543,141 223,380 14.5

청소년 오케스트라 축제
(콩쿨대회)

15,800 15,800 0 0.0

브런치콘서트 72,840 72,840 0 0.0

목요상설무대 276,321 253,777 22,544 8.9

역삼1공연장․전시장 운영 34,190 66,190 △32,000 △48.3

양재천하모니 운영 80,000 60,000 20,000 33.3

국악어울림축제(대모산축제) 59,500 49,500 10,000 20.2

자매결연친선음악회 90,000 90,000 0 0.0

강남교양강좌 12,280 12,280 0 0.0

선릉․정릉 국악한마당 50,000 50,000 0 0.0

청소년 힐링콘서트 50,000 0 50,000 -

어린이클래식 공연 44,500 0 44,500 -

  마. 산출기초  
     - 조직운영 출연금 : 금121,084,000원
     - 사업운영 출연금 : 금2,551,952,000원

(단위:천원)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사  업  명 2018 요구액 2017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A+B) 2,673,036 2,324,648 348,388 15.0
조직운영출연금(A) 121,084 111,120 9,964 9.0

사업운영출연금(B) 2,551,952 2,213,528 338,424 15.3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1,766,521 1,543,141 223,380 14.5
청소년 오케스트라 축제
(콩쿨대회)

15,800 15,800 0 0.0

브런치콘서트 72,840 72,840 0 0.0
목요상설무대 276,321 253,777 22,544 8.9
역삼1공연장․전시장 운영 34,190 66,190 △32,000 △48.3
양재천하모니 운영 80,000 60,000 20,000 33.3
국악어울림축제(대모산축제) 59,500 49,500 10,000 20.2
자매결연친선음악회 90,000 90,000 0 0.0
강남교양강좌 12,280 12,280 0 0.0
선릉․정릉 국악한마당 50,000 50,000 0 0.0
청소년 힐링콘서트 50,000 0 50,000 -

어린이클래식 공연 44,500 0 44,500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〇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출연금 2,673,036,000원
      (조직운영 출연금 : 121,084,000원, 사업운영 출연금 : 금2,551,952,000원)
       (단위:천원)

                                                       〇 제출된 사업이「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
에 따른 사업으로 적정한 지의 설명이 필요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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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2016.7.8.>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6.7.8.>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사업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한 같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6.7.8.>

제5조(재산)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출  연  금
연번 년도 계 조직운영 사업운영 기본재산

계 43,305,666 2,220,383 29,085,283 12,000,000
1 2018 2,673,036 121,084 2,551,952 -
2 2017 2,324,648 111,120 2,213,528 -
3 2016 2,679,045 102,918 2,576,127 -
4 2015 3,007,000 116,000 2,891,000 -
5 2014 3,100,233 146,428 2,953,805 -
6 2013 3,522,609 24,616 2,997,993 500,000
7 2012 3,791,894 209,670 3,082,224 500,000
8 2011 4,091,631 - 3,091,631 1,000,000
9 2010 5,773,210 520,341 3,252,869 2,000,000
10 2009 7,132,360 689,154 3,443,206 3,000,000
11 2008 5,210,000 179,052 30,948 5,000,000

〇 또한, 출연금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절차가 없어 보조금과  
다르니 그 간 출연금 지원액 및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의 설명도 필요해 
보임. 아울러 그간의 강남문화재단 출연금 현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
시기 바람

강남문화재단 출연금 현황

▢ 연도별 예산 교부액 기준                                               
                                            (2017.10.31 현재, 단위 : 천원)

강남문화재단 출연금 현황(기본재산 제외)

(2017.10.31. 현재, 단위 : 천원)

출연금
연번 년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소계 29,154,630 26,851,102 2,303,528
1 2018 2,673,036 2,652,736 20,300 추정치
2 2017 2,324,648 2,305,648 19,000 추정치
3 2016 2,679,045 2,638,894 40,151
4 2015 3,007,000 2,962,003 44,997
5 2014 3,100,233 2,948,910 151,323
6 2013 3,022,609 2,934,440 88,169
7 2012이전 14,499,095 12,551,207 1,947,888

※ 집행부 제출 자료 재구성



※ 참고사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 관련 해석기준(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2015.10.19)
   - 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를 ‘출자·출연 대상기

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
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 출자·출연은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하므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금액을 조정 확정할 
사안이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사안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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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년월일 : 2017. 11. 3.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소관부서 : 문화체육과)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

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2018

년도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우리구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한 동

의를 구하고자 함.

2. 출연금 내역

  가. 출연기관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나. 출연근거(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재정지원)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재산)제4항

  다. 사업내용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조직 및 자체사업 운영 

  라. 출연예산 : 금2,673,036,000원

  마. 산출기초  

     - 조직운영 출연금 : 금121,084,000원

     - 사업운영 출연금 : 금2,551,952,000원



                                                                      (단위:천원)

사  업  명 2018 요구액 2017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A+B) 2,673,036 2,324,648 348,388 15.0%

조직운영출연금(A) 121,084 111,120 9,964 9.0%

사업운영출연금(B) 2,551,952 2,213,528 338,424 15.3%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1,766,521 1,543,141 223,380 14.5%

청소년 오케스트라 축제
(콩쿨대회)

15,800 15,800 0 0.0%

브런치콘서트 72,840 72,840 0 0.0%

목요상설무대 276,321 253,777 22,544 8.9%

역삼1공연장․전시장 운영 34,190 66,190 △32,000 △48.3%

양재천하모니 운영 80,000 60,000 20,000 33.3%

국악어울림축제(대모산축제) 59,500 49,500 10,000 20.2%

자매결연친선음악회 90,000 90,000 0 0.0%

강남교양강좌 12,280 12,280 0 0.0%

선릉․정릉 국악한마당 50,000 50,000 0 0.0%

청소년 힐링콘서트 50,000 0 50,000 -

어린이클래식 공연 44,500 0 44,500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  

    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관계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산)제4항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  

  에 출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