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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개요

 감사목적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

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청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조 및 제3조

○ 「2018년도 감사 기본계획」(감사담당관-874호, ‘18. 1.16.)

 감사구분 : 특정감사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청년허브, 市 청년청

 중점 감사사항

○ 주요 사업 추진실태 확인 및 사업성과 분석

○ 보조금 집행(예산, 회계, 계약, 급여 등) 적정 여부

○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 및 수탁기관 관리(지도, 감독, 평가등) 적정 여부

○ 청년공간 지원(운영, 입주 및 활성화, 교육, 시설관리 등) 적정 여부 등

 감사범위 : ’15. 1. 1.부터 추진한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

 감사기간 : ’18. 9. 6.(목)～10.12.(금) 기간 중 17일
※ 예비감사 : 감사기간 중 10일(’18. 9. 6. ~ 9.19.)

 감사인원 : 경영감사2팀장 등 5명(전문가 1명 포함)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회수) 감 액 기 타

23 4 0 0 0 1 1 15 0 0 7 0 0
(0) (0) (0) (0) (4) (0) (0)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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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간의 노력과 주요성과

 청년활동 생태계 확장

○ 2013년 청년허브 개관 이후 실행된 청년정책 및 사업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와

활동이 대폭 증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청년허브-청년 당사자주체 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함.

○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계획’을 기반으로

2017년 현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무중력

지대가 추가 조성되는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확장이

이뤄짐.

[청년활동 생태계 확장 지도 (2013년→2017년)]  

 서울시 청년정책 형성 및 확산 기여

○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 2014년 서울시 청년정책 형성과정에서 청년층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정책 시민참여기구, 이하 청정넷)’를 구성 및 운영해

청년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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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 및 지역 확산

- 거버넌스 구축 결과 2015년 1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시행,

2015년 서울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 수립

- 2017년 11월 기준 총 15개 시도와 50개 시·군·구에서 서울시 조례에 기반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 청년허브 개소 이후 청년지원기관이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청년허브의

대표사업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역시 다수의 기관으로 벤치마킹 되고 있음.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벤치마킹 사례 서울 외 지역 청년센터 개관현황

기관명 사업명 기관명 개관일
서울시 NPO지원센터 미트쉐어 광주청년센터 The 숲 ’15. 6

경기문화재단 COP 지원사업 대구청년센터 ’16. 6
경기도청 따복청년 3.6.9 수원청년센터(청년바람지대) ’16.11

충남시민재단 청춘작당 청년두드림센터(부산) ’17. 8
경기문화콘텐츠진흥원 멋프로젝트
광주청년센터 The 숲 청년모힘

대구청년센터 다모디라

 청년 커뮤니티 및 청년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활동기반 조성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00여 개의 청년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총

5,7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

- 커뮤니티 활동 이후 개인적인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삶의 능동성(86%), 사회적

소속감(85%), 활동에 대한 책임감(93%) 제고의 효과를 창출

○ 2013년부터 5년간 청년활동 및 공간 지원을 통해 300여개의 청년단체를 지원

-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한 활동의 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 역량이 축적되고,

외부 자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청년 활동의 확장을 도모함.

○ 커뮤니티 및 활동 활성화로 인한 청년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와 협력

하여 생활권에 가까운 청년공간(총 17개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서울 내

청년활동 공간인프라를 대폭 확대함.

’14 청년기본조례안 발의 ’15 청년연구 결과공유회 진행 ’16 청년학교 특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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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19. 5.12.현재

연번
처분요구 제목
(관련기관)

처분
유형

지적사항, 처분요구, 조치결과 비고

1

청년참, 청년활 지원
연령 기준 부적정 등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청년청)

주의요구
(청년허브)

주의요구,
통보

(청년청)

[지적사항]
○ 청년활동(청년참, 청년활)을 지원하면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의 범위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해석됨
에도 만19세~39세 청년을 지원하고, 활동지역을 서울로 제한한
자체 방침과 달리 서울 이외 지역 활동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지원과 조례 등의 규정과의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 필요

[처분요구]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관련 조례에 부합되도록 결정하고 선정 심사 시 중복
지원 여부와 지원 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단체를 선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주의)

○ (청년청)서울시청년허브에 대한 지도·점검 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市’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
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주의)
청년기본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 등 제 규정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에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등
관련 조례와 청년활동지원사업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통보)

[조치결과]
○ (청년청)현재 「청년기본법」이 국회 계류중으로, 향후 동 법령

제정과 연계하여 ’20년 사업 추진 시에는 청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보완하여 추진-진행중

※ 금년도 ‘청년기본법’ 미제정 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 등
을 통해 사업대상에 대한 기준 보완 시행(청년허브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청년청-3317호, ’19. 3.21.)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지원신청서 보완, 심사단계 신설 등 중복
지원 방지 및 지원 자격점검 등 ’19년 청년참 및 청년업 선정
계획에 반영(청년허브-1526호, ’19. 4.25. 및 청년허브
-1539호, ’19. 4.26.호)-완료

진행중

2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성장․
지속가능성 평가
강화 필요
(서울특별시청년허브)

통보

[지적사항]
○ ’15년～’18. 7월까지 106개 단체(개인)가 청년참(청년참참

참), 청년활 사업 중 1～2종의 사업을 연속 지원 받았고, 이 중
청년참(청년참참참) 사업은 971개 지원단체 중 85개 단체가
2년～4년 연속하여 지원받았으며, 청년참 또는 청년활에 참여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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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단체(개인)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이러한 결과는 청년참(청년참참참) 및 청년활 사업은 동일단체
연속․중복지원 제한규정이 (일부)없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이 비교적 유사하며 (지원단체)공모사업 계획서의 연
도별 유사한 활동내용이나 구체성 미흡 등에 대한 청년허브의
비교적 관대한 심사에 각각 기인한 것으로 판단

[처분요구]
○‘청년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사업별 선정기준 및 성장․지속가능성 평가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조치결과]
○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청년허브-1522호, ’19. 4.25.) 및

동일단체 연속중복지원 제한규정 신설, 연속추가지원 시 심사
강화 등 2019년 청년참․청년업 선정계획 반영(청년허브
-1526호,’19. 4.25.)(청년허브-1539호,’19. 4.25.)

3

「청년들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
사업」정산검토 미흡
(청년청,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주의요구
(청년청)

주의요구
통보

(청년허브)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청년허브는 「청년들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하여 市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당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15년～’17년까지 지원단체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공모지원사업 정산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주의 및 경고처분, 차년도 지원배제,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했으나
청년활력공간 사업의 경우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사업비 집행 △지급기한 도래 전 대가 지급 △단체 내부구성원
에게 지급불가한 전문가비를 내부구성원에게 지급 등의 사례가
있고, 청년활 사업은 사업추진활동비(교통비, 식비 등)를 정액
으로 지급하고 정산하지 아니한 사례 등이 확인됨.

[처분요구]
○ (청년청)서울시청년허브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

독을 강화(주의)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위․수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제

규정을 준수하고(주의), 지원단체 및 정산관련자를 대상으로
통합 정산교육 및 정산사례집 배포 등 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통보)

[조치결과]
○ (청년청)2019년 지도점검 시행 시(11월 예정, 별도계획 수립)

사업추진 전반 및 예산집행에 대해 지도점검 강화(청년허브 특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청년청-3317호, ’19. 3.2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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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년허브)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정산교육 실시, 집행
인식강화 협약실시 등 2019년 청년참 실행계획 반영(청년허브
-1182호,’19. 4. 4.)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정산교육 실시,
집행 인식강화 협약실시, 세무회계교육 실시 등 2019년 청년업
실행계획 반영(청년허브-1193호,’19. 4. 5.)

4

자산관리 미흡 및
프로그램 참여 비용
부당 징수
(서울특별시청년허브)

통보

[지적사항]
○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은 지원사

업의 종료 후 공공의 이용에 활용되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타당함에도 ’16년～’17년 각 청년활력공간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자산(17품목 5,817천 원)에 대하여 청년허브에서는
청년활력공간의 사업종료 후 자산취득 목록을 제출받고 있을 뿐
사업비 지원 종료 후 활용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 청년단체에서 사업 참가자(수강생)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업료(재료비 포함)
등의 제반비용은 예산사용계획에 포함되어 청년허브에서 사업비로
교부하고 있으므로, 제반 비용을 교부받은 청년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참가자(수강생)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일부 청년단체에서는 사업 참가자(수강생)
에게 수업료(재료비 포함)를 징수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청년
허브의 운영지침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임.

[처분요구]
○ 청년단체와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협약서 체결 시 공간조성

관련된 내용(예 : 사업 중단 시 공용목적으로 지속 활용 등)을
규정하는 등 조성비가 투입된 공간의 활용방안 및 청년활력공
간의 자산성 물품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참가자
(수강생)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단체의 경우 프로
그램의 수업료(재료비 포함) 등의 재원을 지원신청서(예산활용
계획)에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통보)

[조치결과]
○ 지원금 사용가이드에 자산 항목 제외처리(연속사용이 가능한

자산성 물품 구입불가 및 임대사용) 등 2018년 사업 결과보고
반영(청년허브-383호,’19. 2. 8.) 및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
(청년허브-1522호, ’19. 4.25.)

완료

5
N개의 청년학교
운영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지적사항]
○ ’16년 N개의 청년학교를 운영하면서 市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내부결재만으로 변경)하고, 듣보잡문화
학교 및 국제교류학교 책임담임 등 개인 4명의 용역계약은
’16. 8. 1. 체결되었으나 계약이후에 운영계획(’16. 8.19.)
과 계약품의 내부결재(’16. 9. 7.)가 이뤄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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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N개의 청년학교의 경우 청년허브의 공공건축학교 해외
연수 프로그램 계획서에는 사업대상으로 ‘청년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농교류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 및 관련사업 관계자’로 되어 있을 뿐, 참여자 선발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고, 공공건축학교와 D학교의 해외
연수 과정 참가자 총 14명 중 8명이 청년허브 직원 및 지원인력
으로 구성되어 사업의 혜택이 내부 직원 및 관련사업 관계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

[처분요구]
○ 협약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며

예산의 낭비 등이 없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업대상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주의)

[조치결과]
○ 계약매뉴얼 강화 – 개인용역계약 절차 및 한도 준수사항 등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청년허브-1522호, ’19. 4.25.) 및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예정(‘19. 5~6월)

6

2016년 세출예산의
이월 및 반납 기준
미준수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지적사항]
○ ’16년도 운영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연도 말에 일부 예산을 자체

별도 계좌에 이체하고 이를 정상 집행한 것으로 市에 정산 보고
하는 한편, 이체한 예산은 익년도 3월말 경까지 집행함.

[처분요구]
○ 위․수탁사무를 수행하면서 예산․회계 관련 제 규정을 준수(주의)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련자 1명 신분상

조치(주의)
[조치결과]
○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예정(‘19. 5~6월) 및 해당
직원 신분상 조치 완료.

완료

7
계약업무처리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지적사항]
○ 각종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선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분리 발주하였으며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 완성하지 아니한 계약 건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청구
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에 소홀

[처분요구]
○ 앞으로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선금을 지급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임에도 분리하여
발주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주의)

※ 관련자 2명 신분상 조치(주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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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계약매뉴얼 강화 - 조항준수, 통합발주, 지연배상금 및 변경계

약서 등 원칙 재확인 등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청년허브
-1522호, ’19. 4.25.) 및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
예정(‘19. 5월), 해당직원 신분상 조치 완료.

8 인건비 예산편성
및 연봉계약 운영
부적정
(청년청,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주의요구
(청년청)

주의요구
(청년허브)

[지적사항]
○ 市에서는 시설예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의 차기년도 예산편성 일정 및 기본운용 방향을 제시
하여야 함에도 시달하지 않았으며, 청년허브 자체적으로 인건비
운영(안)을 만들어 市 주무부서에 승인요청을 하고 계약심사과정
후 인건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집행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는 ’16년 연봉 계약시 768,351천 원
범위내에서 연봉계약을 하여야함에도직원 20명에 대한 총 연봉
계약액은 785,017천 원으로 16,666천 원을 초과하여 계약

○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연봉제규정 제9조(연봉의 계산) 제3항에
의하면 최초 산정된 기본연봉은 [별표2]의 기본연봉 지급기준표
에 따라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연봉책정
가능액’이 직급별로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적용연수별로 적용된
다는 것인지 모호하고, 연봉제 운영에 있어 직급을 1~6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기준표의 PM급, 팀장급이 몇급
상당을 의미하는지 구분이 모호함. 또한 연봉제규정 제9조 제
4항은 매년 말 근무평가에 따라 연봉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청년허브는 매년 소속 근로자의 연봉 재계약 시 근무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처분요구]
○ (청년청)차기연도 예산편성기준(안)을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

시달하고, 인건비 운영이 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 지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주의)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연봉제를 운영함에 있어 市에서 시달한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연봉계약 운영 부적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연봉 지급기준표 등 연봉제 규정을
정비하며, 연봉제규정에 따라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연봉
계약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주의)

[조치결과]
○ (청년청)예산편성 전 예산편성기준(안)을 서울시 청년허브에 시달

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청년허브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청년청-3317호, ’19. 3.2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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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년허브)기본연봉지급 기준표 등 운영규정 개정
등 운영규정 보완 계획 수립(청년허브-1522호, ’19. 4.25.)
및 연봉계약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관련규정 재정비 및
근무평가 실시(‘19. 1. 3.)-진행중

9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는 ’18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

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면서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직원 25명을 개인별 평가 후 직급별이
아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로 결정. 즉,
청년허브의 6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11명으로 당초
S:A:B=2:5:4비율이 되어야 하는데 S:A:B=0:4:7로 하는 등
’15년, ’16년, ’18년 각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자체 수립
계획과 상이하게 지급인원을 결정하여 전체적으로 하위직급
(5급·6급)에 해당하는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초래

[처분요구]
○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 자체에서 수립한 지급계획에 부합하게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주의)
[조치결과]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보완 및 실행(청년허브-611호,’19. 2.22.)

완료

10
세출예산 운용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또한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에는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
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서울특별시청년
허브에서는 ’13년～’18. 7월까지 발생한 이자수입 및 카드사용
포인트 등 잡수입 총 10,489,625원을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
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예치 보관하면서 그 중 총
3,857,365원을 운영사업비의 일부로 지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는 일반운영비(공공
운영비)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청년허브에서는 이
러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직원상담 치유과정(청년허브
조직 내 직원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함)’
과 관련한 경비 4,500천 원을 일반운영비가 아닌 목적사업비
(청년활동가 교육비)에서 집행

[처분요구]
○ 위․수탁사무를 수행하면서 예산․회계 관련 제 규정을 준수(주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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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감사 지적사항 관련 해당직원 교육진행(‘19. 7월) 예정(청년허브

-1522호, ’19. 4.25.)

11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지적사항]
○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
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청년
허브에서는 ’14년부터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를 사업비정산 시
서울시에 반환하지 않았으며, ’17년 10월 신용카드사용 인센
티브를 현금 2,700천 원으로 전환하여 직원명절선물 구입비로
2,183천 원을 사용

[처분요구]
○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주의)

[조치결과]
○ 운영 매뉴얼 강화 등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청년허브

-1522호, ’19. 4.25.),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
예정(‘19. 7월)

완료

12
자문비용 사용 부적정
(청년청,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통보
(청년청)

주의요구
(청년허브)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다른시설과 현안사항을공유하는 센터 간 회의나
법인의 감사 진행비에 사용하였으며 출장 시 택시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총11건을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

○ 사업명(목적포함), 계약금액(예산의 내용일치)등이 포함된 계약
품의(내부의 의사결정)가 완료된 후 계약하고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이 완료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계약품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15.12.18. 회계 및 세무 자문 용역에 따른
비용 2,100천 원을 회계사무소에 지급하고, ’16년도에는 계약
품의 및 지출원인행위(계약서 작성) 없이 법무사에게 매월
220천 원을 지급하여 총 2,640천원의 자문비용을 지출함.
또한 노무자문 계약품의(’16. 8. 2.) 전에 계약서를 작성(’16.
7.20.)하여 매월 231천원을 노무사무소에 지급하기로 하고 7
월분의 비용을 지급

[처분요구]
○ (청년청)청년허브의 예산집행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통보)
○ (서울특별시청년허브)관련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자문비용이

적합한사용절차에따라용도에맞게사용될수있도록업무에철저(주의)

완료



- 11 -

[조치결과]
○ (청년청)2019년 지도점검 시행 시(11월 예정, 별도계획 수립)

사업추진 전반 및 예산집행에 대해 지도점검 강화(청년허브 특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청년청-3317호, ’19. 3.21.)

○ (서울특별시청년허브)계약 매뉴얼 강화 – 계약품의 원칙 재확인
등 감사 후속조치 방침 수립(청년허브-1522호, ’19. 4.25.)
및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 예정(‘19. 7월)

13
입주단체 점유 건물
면적 산정 부적정
(청년청 건물)
(청년청)

시정요구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건물대부료 산출을 위한 건물면적은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舊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청 건물(공유재산)
자립실험실 사용계약에 앞서 ’18. 4월 입주단체 사용료 산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층 단체의 경우 민간에서 통용되는
주상복합건물 사용료 부과의 예를 준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
되어 이를 바탕으로 단체별 공용면적을 산정함으로써 공용면적
에서 합계 133.48㎡ 과소 측정된 것으로 확인

[처분요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향후

청년청의 입주단체별 건물면적(입주면적)을 다시 산정(시정)
[조치결과]
○ (청년청)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입주단

체별 건물면적(입주면적)을 재산정(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사용료
산정 및 부과계획, 청년청-2591호, ’19. 3. 7.)

완료

14
물품구매 및 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통보

[지적사항]
○ 물품 구입 시 예산을 편성하여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품

구입의 내부결재를 득해야 하며,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는 ’16.11월
물품구입에 대한 내부결재 없이 근무상황부 시스템을 구매하고,
이에 소요되는 물품대금 12,000천 원은 사업비(청년정책 홍보
및 아카이빙) 예산에서 무단 전용하였으며 ’13년에 구입하여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 및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15년～’17년까지 노트북 12대를 구입하였고, 내용연수가 남아
있고 사용이 가능한 구형 노트북 25대 및 컴퓨터 5대를 미활용
하고 창고에 방치

○ 수기로 물품코드 및 취득일자 등을 작성하여 물품에 부착하였
으나 관리대장과 물품코드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고, ’15년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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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난방기 등 6개물품은 분실되었으나관리대장에는 사용중
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물품관리가 부실

[처분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

구입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주의),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통보)

[조치결과]
○ 정기 재물조사 예정(정기재물조사 및 자산관리프로그램 도입운영

계획 수립 청년허브-1033호,’19. 3.25.) 및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 예정(‘19. 5. 2.~5.24.)

15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주의요구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의 ‘개방형 채용계획(’17. 1.20.)’에 따른
공고에서는 합격기준으로 필기+면접 총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최저점수 60점 미만은 탈락하는 것으로 함.

그러나 ‘개방형 채용계획’에 ‘경영실 - 행정지원 기반조성 분야’
채용예정인원이 3명이었는데도 1명만 합격 처리하면서, 필기+
면접 합계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2순위자, 3순위자를 불합격
처리하였음.

○ 또한, ‘직원 채용계획(’18. 3. 2. 채용예정인원 4명)‘에 따른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채용인원의 2~4배수를 합격자
로 결정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공공플랫폼팀의 경우채용예정(1명)
4배수인 4순위까지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나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무진”에 대해 평가한 심
사위원 A와 D의 점수가 잘못 이기되었고, 이에 따라 원래 공동
3순위로 서류심사에 합격했어야 하는 “무진”이 5순위로 불합격
하는 상황이 초래됨.

[처분요구]
○ 직원 채용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과 공고내용에 부합하게

처리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주의)
※ 관련자 1명 신분상 조치(주의)

[조치결과]
○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직원교육 실시 예정(채용 및 성과평가 관련

‘19. 8월~10월), 해당직원 신분상 조치 완료.

완료

16
자율근무제 시행에
따른 복무관리 미흡
(서울특별시청년허브)

통보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청년허브가 서울혁신파크유니온 청년허브지부와 맺은

단체 협약서 제8조에서는 ‘센터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14시
부터 조합원 및 직원이 근무지를 자율적으로 이동해서 근무하는
자율근무제(재택근무 포함)를 실시하고, 이날 1일 근무시간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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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익명 처리된 용어(갑,을...가기업,나기업...등)는 각 처분요

구서별로 적용되었습니다. (№ 1 처분요구서 가기업 ≠ № 2 처분요구서 가기업)

8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방법으로는 자율근무
하루 전 16시까지 ‘자율근무 신청 및 근무계획서’ 양식에 의거
자율근무를 신청하고 자율근무일 14시 퇴근 시 퇴근카드를 태그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자율근무 신청서에는 근무장소를 기재
하는 부분이 없고 근무 후에는 복무관리에 필요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지 아니하는 등 복무관리가 부실.
[처분요구]
○ ‘자율근무 신청 및 근무계획서’ 상에 근무 장소를 포함하고 근무

후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자율근무에 따른 복무관리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통보)

[조치결과]
○ 감사 지적사항 관련 자율근무에 따른 복무관리 규정 개정(청년

허브-1032호, ’19.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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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청년참, 청년활 지원연령 기준 부적정 등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청년청

내 용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 함.)는 서울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청년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활동(청년참, 청년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년 ～ ’18.10월

까지 총 1,137팀을 선정하여 1,783,013천 원을 지원하였다.

[청년활동 지원사업 지원현황(’15년 ～ ’18.10월)]
(단위 : 팀, 천 원)

사업명
계 ’15년 ’16년 ’17년 ’18년

팀 지급액 팀 지급액 팀 지급액 팀 지급액 팀 지급액

계 1,137 1,783,013 256 415,275 302 511,910 275 474,000 304 381,828

청년참
(커뮤니티)

1,046 1,018,500 229 229,000 275 275,000 250 250,000 292 264,500

청년활
(프로젝트)

91 764,513 27 186,275 27 236,910 25 224,000 12 117,328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서울특별시(이하 “市”라 함.)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학교”라 함.)간 서울

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1)(이하 “협약서”라 함.) 제6조에 의하면 수탁기

관인 연세대학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르면 연

세대학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

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및 관계법령과 “市”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

1) 협약일 : ’17.12.26.(기간 : ’18. 1. 1.～’20.12.31.), ’14.12.14.(기간 : ’14.12.14.～’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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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재정법상 열거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 제1호에는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한다2)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

하면 해당 조례상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해석된다.

또한, 같은 조례 제2호에서는 “청년정책”3)을 제3호에서는 “청년단체”4)를 제4호에서는

“청년활동”5)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2항 제3호에는 청년허브는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 및 청년단체 모집 공고 시

지원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청년허브에서 ’18년에 선정하여 지원한 청년활동(청년참,

청년활) 지원사업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청년참(커뮤니티) 분야

청년허브에서는 청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세대·민관을 넘나드는 협업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18. 3.30. ‘2018 청년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내용을 청년참(커뮤

니티)과 청년활(프로젝트)로 구분하였으며 ’18. 5. 9. ‘2018 청년활동지원(커뮤니티)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1회 모집 및 선정 작업을 거쳐 1개 커뮤니티 당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정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
으로 하는 정책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
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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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8. 5.10. 청년허브에서는 ‘2018년 청년활동지원(커뮤니티) 5월 선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에 청년의 범위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으로 되어 있음에도 지원대상자를 ‘서울에서 활동하는 3인 이상의 청년커뮤니티(만19

세~39세)로 하여 총 92팀을 선정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만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 총 292팀을 선정하여 264,500천 원을 지원하였다.

[’18년 청년참(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현황]

(단위 : 팀, 명, 천 원)

합계 5월 6월 7월 8월

팀 인원 지원액 팀 인원 지원액 팀 인원 지원액 팀 인원 지원액 팀 인원 지원액

292 1,608 264,500 92 535 92,000 82 489 82,000 63 323 63,000 55 261 27,500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이 과정에서 청년허브에서는 5월 선정계획의 경우 커뮤니티 접수페이지6)에서는 지원

신청자들이 서울에서 활동하는지 여부와 나이를 입력하는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접수를 받았

으며, “커뮤니티가 모이면 주로 어디서 모이나요?”라는 항목을 두고 있으나 예시를 카페, 스

터디 룸 등 지역이 아닌 장소로 하고 있어 서울에서 활동하는 지 여부7)를 판단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지원신청자 나이 항목이 누락된 5월을 제외하고(통계불가), 6월부터 8월까지

선정된 200팀 1,073명 중 29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25%에 해당하는 272명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7월에 커뮤니티 분야에서 1,000천 원을 지원받은 A팀의 경우 구성원들이 이미

6월에 프로젝트 분야에 B단체로 신청을 하여 10,000천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되었는데도

커뮤니티 분야에도 지원을 하였고 재차 선정되어 중복 지원을 받았다.8)

6) 지원방법을 접수기간 동안 접수페이지 ‘이벤터스’(https://cham.event.us.kr/p/2113)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음
7) ’18. 6월부터 ‘커뮤니티가 모이는 지역’과 ‘나이’를 추가하여 운영
8) 청년허브에서는 2018.10.23. 커뮤니티 중복지원 검토 결과 사업내용 및 인원 중복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환
받기로 하였으며 2018.11. 1. 이자를 포함하여 1,002,246원을 반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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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활(프로젝트) 분야

청년허브에서는 발전 단계에 있는 청년단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벌이는 도전적인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청년활동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18. 5.11. ‘2018 청년

활동지원(프로젝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개인 및 단체(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단체구성원 과반수 만 39세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최대 10,000천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선정심사를 거쳐 총 12팀을 선정하여 117,328천 원을 지원하였다.

[2018 청년활동지원(프로젝트) 실행계획에 의한 지원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성명/단체명 프로젝트명 구성원 인원(나이) 지원금액

합 계 117,328

1 C 일치월장 5(21,25,26,26,32) 10,000

2 D 여성영화 입덕소 4(31,33,38,40) 10,000

3 B B 2018 3(31,31,35) 10,000

4 E 턱없는 극장 4(26,27,32,35) 10,000

5 F 언제어디서나 ‘따릉이’를탈수있는방법 4(22,27,37,39) 10,000

6 G 퀴어퍼레이드팻말뱃지<퀴퍼를내가슴에!> 2(29,30) 10,000

7 H 2222 서울 :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 6(30,32,37,37,39,41) 7,328

8 I 프로젝트 ‘하얀 물보라’ 1(37) 10,000

9 J No Plastic Week 3(33,34,38) 10,000

10 K 우리가 바다를 만나는 법 5(25,29,31,34,41) 10,000

11 L 컬러 프라이드 (Color Pride) 4(25,26,30,31) 10,000

12 M 새담장 프로젝트 5(22,22,28,29,31) 10,000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청년허브에서는 ‘2018 청년활동지원(프로젝트) 실행계획’ 관련 공고문[프로젝트

(청년활)]에서 지원대상자를 ‘스스로 조직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청년 또는

단체(팀)’으로 하면서 거주지역은 무관하지만 서울에서 활동이 필수라고 하였으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만39세 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그러나 선정단체 중 K팀의 경우 사업장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서울에서 활동이

필수라고 하였는데도 제출한 프로젝트 계획서의 실행 계획 및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7.7.(토)~7.8.(일) 부산에서 ‘해양 박물관 답사 및 평화교육 워크샵 참여, 회의’를 하

는 등 총 4회 행사 중 3회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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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팀 행사 내역]

연번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내 용

1 평화워크샵 ’18. 7. 7.～ 7. 8. ◎◎◎ 해양 박물관 답사 및 평화교육
워크샵 참여, 회의

2 시민참여워크샵기획회의 ’18. 7.21.～ 7.22. ◆◆◆ 8월 진행예정인 시민참여형
워크샵 기획 회의

3 시민참여워크샵1(돌고래학교) ’18. 8.12.～ 8.15. ◇◇◇ 돌고래학교(대상:어린이)
교재연구 실행 및 모니터링

4 시민참여워크샵2(고래학교) ’18. 8.25. 및 9.1. ○○○ 고래학교(대상:청소년, 성인)
교재연구 실행 및 모니터링

또한, 커뮤니티 분야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에 청년의 범위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음에도 지원 대상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였으며

선정된 12팀의 구성원 46명 중 29세를 초과하는 구성원은 63%에 해당하는 29명으로

확인되었다.

※ 지원 대상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는 것이 청년기본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

① 법률지원담당관 :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음.

- 위 사업을 통해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어떤 식으로 달성한다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고 그룹 내 참여자들 자체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 청년발전 등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공고 내용에 이미 청년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음.

② 공익감사단(갑 변호사) : 조례 위반

- 사업의 적극적인 필요성과 사업주관부서의 입장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 면은 있으나 행정

기관이 조례와 법에 명기되어 있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허브를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을 39세 이하로

임의 책정한 것은 현행 조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음.

③ 공익감사단(을 변호사) : 조례 위반

- 지원 대상을 만39세 이하로 하려면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제4항과 같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기본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와 다르게 지원대상을 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논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④ 공익감사단(병 변호사) : 조례 위반

- 청년기본법이 현재 제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시행 전이라는 점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년허브

에서 지원대상을 만19세 이상~39세 이하로 요건을 정한 것은 위 기본조례에 위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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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자를 관련 조례에

부합되도록 결정하고 선정 심사 시 중복 지원 여부와 지원 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단체를

선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청년청장은 서울시청년허브에 대한 지도·점검 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市’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청년기본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 등 제 규정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에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등 관련 조례와 청년활동지원사업 간 괴리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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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성장․지속가능성 평가 강화 필요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내 용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 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9)’에 의한 각종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허브에서는 ‘청년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으로 청년참, 청년활, 청년

참참참, 청년활력공간 등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15. 1. 1.～’18. 7.31.까지 1,087개

청년단체 등에게 총 2,644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들 사업은 청년이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다면적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폭넓은 관계

형성을 지원해 사회 진입의 가능성을 확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 자립공존 공간․활동 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 천 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7.31.현재

지원
단체수 지원총액 지원

단체수
지원
금액
(최대)

지원
총액

지원
단체수

지원
금액
(최대)

지원
총액

지원
단체수

지원
금액
(최대)

지원
총액

지원
단체수

지원
금액
(최대)

지원총액
(집행기준)

계 1,087 2,644,703 256 　 415,275 313 　 931,600 331 　 1,046,000 187 　 251,828

청년참 929 928,690 229 1,000 229,000 275 1,000 274,690 250 1,000 250,000 175 1,000 175,000

청년활 91 724,013 27 10,000 186,275 27 10,000 236,910 25 10,000 224,000 12 10,000 76,828

청년활력
공간 25 950,000 　 　 　 11 50,000 420,000 14 50,000 530,000 　 　 　

청년
참참참 42 42,000 　 　 　 　 　 　 42 1,000 42,000 　 　 　

이에 청년허브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15년～’18. 7월

까지 106개 단체(개인)가 3종(청년참, 청년활, 청년참참참)의 사업 중 1～2종의 사업을

9) 협약은 최초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12.12.14. 체결된 이래 ’14.12.14.(기간 : ’14.12.14.～’17.12.13.) 및
’17.12.26.(기간 : ’18. 1. 1.～’20.12.31.) 계속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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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지원 받았고, 이 중 청년참(청년참참참) 사업은 971개 지원단체 중 85개 단체가

2년～4년 연속하여 지원받았으며, 청년참10) 또는 청년활11)에 참여한 8개 단체(개인)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년 자립공존 공간․활동 연속지원 단체 등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5년～2018. 7월
지원단체 수

연속지원 단체 수

계 2년 연속지원 3년 연속지원 4년 연속지원

계 1,062 91 74 15 2

청년참
(참참참) 971 85 68 15 2

청년활 91 6 6

이러한 현상은 청년활력공간 사업은 연속하여 2년간 지원할 수 있는 규정12)이 있는

반면 청년참, 청년참참참 및 청년활 사업은 동일단체 연속․중복지원 제한규정이 (일부)없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이 비교적 유사하며 (지원단체)공모사업 계획서의 연도별

유사한 활동내용이나 구체성 미흡 등에 대한 청년허브의 관대한 심사에 각각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자립공존 공간․활동 지원사업 대상 및 선정기준 등(’17년 공고문 기준)]

10) 발생 단계에 있는 소규모(3인 이상) 청년커뮤니티의 자발적 활동을 발굴 및 지원
11) 발전단계에있는청년단체의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해당단체의다음단계로의발돋움을위한프로젝트(사업)를지원
12)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16년도 주요사업 운영계획(청년정책담당관)

구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사업기간
연속․중복지원
제한규정

청년참
서울에서활동하는 3인이상의
청년커뮤니티 (만 39세 이하)

①커뮤니티의 적합성(커뮤니티의 목적과
필요성, 커뮤니티 실행 계획의 구체성,
커뮤니티 실행 접근방식의 참신성)
②실행주체의 적격성(커뮤니티 실행을
위한 경험 및 역량, 단체 활동의 지속성)
③사회적 확장성(외부 협력의 연계성,
활동 접근성, 청년활동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청년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모임비 지원
/3~4개월

없음

청년
참참참

서울에서 활동하는 최소 3인
이상의 청년커뮤니티 가운데
참참참파트너즈가 선정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커뮤니티(만39세이하)

청년참과 동일
청년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모임비 지원/1
개월

청년참에
참가중인
커뮤니티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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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청년참참참), 청년활 활동내용의 유사성 및 구체성 미흡 사례]

청년활

서울에서 활동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청년단체
(대표자 및 구성원 과반수
이상 만 39세 이하)

①창의성 및 독창성
②프로젝트의 구체성
③실행단체의 역량
④사회적 확장성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프로젝트비지원/5~6개월

없음

청년
활력공간

서울지역에서 청년활력(청년
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공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
번호증이 있는 3인 이상의
청년단체
※ 대표자가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거나
구성원의 과반 수 이상이
청년들로 이루어진 단체

①실행주체의 적격성
②사업의 효과성
③예산편성 및 운영의 타당성

①공간 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등) 지원
②공간에필요한사업비
지원
③공간 활용도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간
조성비 지원/5~6개월

서울시에유사한
사업지원(예:공간
지원, 중복사업
지원, 동일인물
인건비지원
등)을받고있는
경우

연번 이름 구분 단체명 활동내용 지원금

1 갑자

15청년참 A

A는 마임, 연극, 퍼포먼스 등의 공연예술 활동을 하던
구성원들이 2014년에 만나 결성한 움직임 창작집단입니다.
각자의 개인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기도 하고, 팀으로 함께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1,000

16청년참 A

A는 마임, 연극, 퍼포먼스 등의 공연예술 활동을 하던 구성원들이
2014년에 만나 결성한 움직임 창작집단입니다. 2015년 1월에는 다른
팀들과 함께 자비로 방콕에 있는 Crescent Moon Theatre에 가서
창작마임 <Night Trip>을 공연하였습니다.

1,000

2 을축
16청년참 B

저희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보육원하고 춘천에 있는 보육원을
자원봉사하는 단체입니다.

1,000

17청년참 B 보육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 진행 1,000

3 병인

15청년참 C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기위해 세미나
를 진행합니다.

1,000

16청년참 C

저희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매주 모여 세미나를 진행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000

18청년참 C 교육에 대한 고민, 삶-사회-교육을 연결하기 위한 공부 1,000

4 정묘

15청년참 D
D는 자신이 쓴 글을 요일별로 연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영어로 라이터는 작가를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로 라이터처럼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

17참참참 D 글을 쓰는 단체 1,000
18청년참 D 글을 파는 작가들의 동인모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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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진
16청년참 E

E는 2013년 3월에 창단되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6개원(음악원,
무용원, 미술원, 영상원, 연극원, 전통예술원)에 재학중인 다양한
전공의 34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입니다. E는
'활기차게'라는 음악용어로, 합창단의 이름대로 젊을을 무기삼아
활기차고 즐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00

17청년참 E 합창 (아마추어) 1,000

6 기사
15청년참 F

현 시대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 참여적인 예술을
실현하는 예술인 모임입니다.

1,000

18청년참 F 예술가들이 모여 전시, 워크샵 등의 활동을 위한 모임 1,000

7 경오

15청년참 G
연극을 사랑하고, 연극을 꿈꾸며, 연극을 통해 세상을 전하고,
사람을 이해하고픈 Actor들이 더 좋은 연기로 공연을 하기
위해 신체를 훈련하고, Acting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1,000

16청년참 G
연극을 사랑하고, 연극을 꿈꾸며, 연극을 통해 세상을 전하고,
사람을 이해하고픈 Actor들이 더 좋은 연기로 공연을 하기 위해
신체를 훈련하고, Acting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1,000

8 신미

15청년참 H
‘책으로 하나되는 우리, ’H’가 슬로건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진행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입니다.

1,000

16청년참 H
책으로 소통하는 우리, ‘H’. 저희 팀을 한 줄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H는 책을 읽은 감상을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팟캐스트 팀입니다.

1,000

9 임신

15청년참 I
“SO design” 라는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음악을 듣고
음악의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의 악기를 배우면서 작은 사회
안에서 소통이라는 언어를 음악으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1,000

16청년참 I

음악은 즐거움이고 힐링이되어버린 지금 음악이라는 장르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So.design라는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하나의 악기를
배우고 작은 사회안에서 타인과 만나고 그럼으로써 이지적인 개인이
조금이나마 변화해가고자 인간과 인간이 만나 따뜻한 감성을
나누는 커뮤니티입니다. 그 속에는 음악이 있고 음악을 나누고
음악을 배우고 그리고 2015년에 함께 음악을 배운것을 통해 워크샵도
했던그모임을올해도계속하고자지원하게되었습니다.

1,000

17청년참 I 우리들만의 음악을 만들어 보기 1,000

10 계유

15청년참 J
서울을 구석구석 알아가며 익숙한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찾고자 탐방하는 모임입니다.

1,000

16청년참 J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인 서울을 구석구석 알아가며 익숙한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찾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1,000

11 갑술

15청년참 K 산에 대한 공통의 관심으로 모인 예술가들의 모임입니다. 1,000

16청년참 K

K는 산이 지니고 있는 지형. 환경적, 사회 문화적 특성을 의식하며,
산을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에 만들어진 예술가들의
모임입니다. K는 각기 다른 관심사와 매체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특정산을 매개로 모여 작업, 교류하고, 그 결과물을 대중과 공유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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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을해

15청년참 L

어릴 적, 소풍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 두근두근 했던
마음과 소풍 날 아침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들고 친구들이
모인 장소로 향하던 길에서의 들뜬 마음을 삶 속에서 늘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모인 커뮤니티입니다.

1,000

16청년참 L

삶의 매일 매일이 소풍과 같다면 어떨까? “L”은 2014년도에
만들어진 자그마한 모임입니다. 어릴 적, 소풍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 두근두근 했던 마음과 소풍 날 아침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들고 친구들이 모인 장소로 향하던 길에서의 들뜬 마음을 삶 속에서
늘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짓게 된 이름입니다.

1,000

13 병자

16청년참 M
그림을 하고 싶은 각기 다른 예술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개성을 살린 그림을 그리고 발전시키는 모임입니다.

1,000

17청년참 M 다양한 예술활동 (그림, 글쓰기, 영화 등) 1,000

18청년참 M
예술 전공자들이 모여 함께 작업을 공유하고 스터디 및 프로젝트를
하는 모임

1,000

14 정축

15청년참 N
함께 책을 읽고, 생각하고, 나누자는 의미로 시작한 한달 책
한권 읽기 온/오프라인 독서 모임입니다.

1,000

16청년참 N

함께 책을 읽고, 생각하고, 나누자는 의미로 시작한 한달 책 한권
읽기 온/오프라인 독서 모임입니다. (한 달에 책 한권 선정 후,
4주간 온라인으로 발췌 및 정리본 메일 발송. 매월 말 오프라인
독서 모임 주최)

1,000

17참참참 N
한 달에 한권의 책을 정해 읽고, 월말에 오프라인에서 모여
독서모임을 하는 커뮤니티

1,000

15 무인

15청년참 O

각자의 개인 작업에 들어 있는 공통점인 ‘변신’을 키워드로
소규모 생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쓰임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변신’을 통해 본연의 쓰임을 넘어서
새로운역할과 기능을갖도록하는것에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000

16청년참 O

O는 '아무것이나 무엇이든, 취향 것 자급자족하기'를 모토로
이희경과 모예진, 모유경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소품 브랜드이다.
각자의 개인 작업에 들어 있는 공통점인 ‘변신’을 키워드로 열려
있는 소규모 생산 활동을 하고자 모이게 되었다.

1,000

16 기묘

15청년참 P

‘P’는 ‘생태적감수성의 회복’ ‘요람에서 요람까지’ ‘다음세대를
향하다’ 이렇게 3가지 핵심어를 갖고 그에 맞는 환경교육 프
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친환경 교구를 디
자인하는 커뮤니티입니다.

1,000

15청년활 P
‘P’는 ‘생태적감수성의회복’,‘요람에서요람까지’,‘다음세대를향하
다’의3가지핵심어를가지고환경교육프로그램과커리큘럼을개발
하고그에맞는친환경교구를디자인합니다.

3,000

16청년활 P
그린디자인의 개념을 접목한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및 친환
경 교구 개발 및 청년생태계에서의 그린디자인 활성·보편화와
생태적 삶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10,000

17 경진

15청년활 Q
Q는 비제도권 청소년이 사회와 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도권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견하여 학교밖 청소년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000

16청년활 Q
서울(4개 권역)과 지방(고양, 광주, 대전, 부천, 성남)에
‘학교밖청소년 자치회‘를 조직해, 학교밖청소년이 겪는 청소년
활동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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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년허브에서 청년참(청년참참참)→청년활→청년활력공간으로 발전되는

‘청년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속․중복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단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가능성 있는 청년단체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강화하며, 특히 (연속)추가지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성장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사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가진 단체는 모임의 성격, 규모, 운영체계 등이 단순한 청년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비해 월등히 나을 것이기에 심사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업자등록을 가진 단체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

18 신사

17청년활 R

‘게임은 상품인가, 작품인가.’ 2014년 초, 대중성과 수익성만을
중시하기 쉬운 게임업계에 색다른 영감과 실험 정신을 불어
넣고자, 3명의 독립 게임 개발자가 시작한 국내 유일의 실험
게임 페스티벌 R의 2017년 개최와 한계점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시도.

10,000

18청년활 R

"시장성, 대중성 보다는 개발자들의 창작과 실험 그 자체에
초점을 둔 게임 페스티벌을 만들어보자." R은 대중성과 수익성
만을 중시하기 쉬운 게임 업계에 실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만든 실험 게임 페스티벌입니다.

10,000

18청년참 R
매달 모여 실험적인 게임을 제작, 매달 만든 게임을 모아
$0.99 에 판매합니다.

1,000

※ 청년 자립공존 공간․활동 지원사업 대상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13) 자문 의견

○ 청년허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청년참(청년참참참)→청년활→청년활력공간으로 발전하는

‘성장형’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지원사업의 취지에서 청년참(청년참참참)과 청년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가진 모임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이는 사업자등록을 가진 단체는 모임의 성격, 규모, 운영체계 등의 면이 단순한 청년모임

이나 커뮤니티에 비해 월등히 나을 것이기에 심사단계부터 불공정 게임이라 할 수 있으며

청년허브에서 사업자등록을 가진 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표] 청년참(청년참참참), 청년활 활동내용의 유사성 및 구체성 미흡 사례의 ‘기묘’와 같이

청년참과 청년활에 지원할 때의 활동내용(계획)이 유사하더라도, 청년참을 거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구체화된 계획을 세워 청년활에 지원한 것이라면 모범사례

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신사’의 경우와 같이 청년활 사업을 2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유사

주제로 청년참 사업을 지원받은 것은 문제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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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청년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각 사업별 선정기준 및 성장․지속가능성 평가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3) 서울연구원 박사

- 청년참으로 지원했을 때와 청년활으로 지원했을 때의 내용이 동일하고 수행한 산출물이

동일한데 단순히 사람만 더 늘려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한 것이라면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지원대상을 선정한 것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청년참(청년참참참) 사업이 청년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청년활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심사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함.

○ 커뮤니티가 성숙되어 최종적인 3단계인 청년활력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복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연속)추가지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성장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 3인 이상의 커뮤니티가 다수가 참여하는 청년활동공간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허브가 단순히 지원만 하고 그치기보다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제한된 지원 관리인력

대비 지원단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지원단체수를 줄이고 단체별

지원비를 더 늘리거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단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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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청년들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정산검토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청년청

내 용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 함.)’에서는 ‘청년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으로 청년참14), 청년활, 청년참참참, 청년활력공간 등의 공모사업15)을 추진

하면서 ’15년 ～’17년까지 900개 청년단체 등에게 총 2,392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청년단체의 공모사업비 집행결과에 대하여는 청년허브 직원 및 용역계약을 맺은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승인처리하고 있다.

[청년 자립공존 공간․활동 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 천 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
단체수

지원
총액

회계
용역비

허브
정산
담당

지원
단체수

지원
총액

회계
용역비

허브
정산
담당

지원
단체수

지원
총액

회계
용역비

허브
정산
담당

지원
단체수

지원
총액

회계
용역비

허브
정산
담당

계 900 2,392,875 59,950 9 256 415,275 11,550 2 313 931,600 24,950 3 331 1,046,000 23,450 4

청년참 754 753,690 36,090 3 229 229,000 7,590 1 275 274,690 13,750 1 250 250,000 14,750 1

청년활 79 647,185 17,460 3 27 186,275 3,960 1 27 236,910 9,000 1 25 224,000 4,500 1

활력
공간 25 950,000 6,400 2 　 11 420,000 2,200 1 14 530,000 4,200 1

청년
참참참 42 42,000 0 1 　 42 42,000 1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청년허브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맺은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에 따르면 청년허브는

14) 가능성을 탐색하는 소규모 청년커뮤니티의 모임활동에 필요한 학습비, 진행비, 재료비, 기타 활동비 등
최대 1,000천 원을 지원

15) 청년허브의 공모사업은 일반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모집 및 설명회, 심사, 선정을 거쳐 협약 및 사업비
교부, 정산 등의 절차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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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제5조(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허브와 지원단체(공모사업자)가 맺은 지원사업 협약서 제3조(사업의 수행)

에 따르면 지원단체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고, 제9조(사업비의 정산 및 반환)에는 지원단체는 사업비 정산서를 청년허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청년허브는 정산서 검토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지원단체에게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며 지원단체가 보완 및 개선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년허브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청년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

업계획에 대하여 市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당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15년～’17년까지 지원

단체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공모지원사업 정산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주의

및 경고처분, 차년도 지원배제, 지원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했다.

그러나 청년활력공간 사업의 경우16)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사업비 집행

△지급기한 도래 전 대가 지급 △단체 내부구성원에게 지급불가한 전문가비를 내부구성원

에게 지급 △사업자등록이 없는 단체와 거래 등의 사례가 드러났고, 청년활 사업17)은 사업

추진활동비(교통비, 식비 등)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정산하지 아니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가.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사업비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회계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채권자[법

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이외의 자에게 사

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A단체’의 경우 청년허브에 제출한 ’16년 공간운영 및 사업계획서에 구성원으

로 갑과 을을 명시하고 예산계획서에는 이들에게 공간운영자 운용비를 지급한다고 하였

으나 ’16.12월 공간운영자 운용비를 ‘A단체’ 계좌에 이체하여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당한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16) 청년의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한 거점별 청년공간 인프라망 구축을 위해 서울에서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거나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운영비, 프로그램진행비, 공간운영비 등 연간
최대 50,000천 원 지원. 감사기간 중 ’16년～’17년 2년간 연속 지원된 7개 단체 중 3개 단체의 정산내역 검토

17) 발전단계에 있는 청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다음단계로의 발돋움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를 지원(연간 10,000～20,000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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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일자 사업비 집행목적 금액 집행대상 정당한 채권자

7,326,745

B ’16.12. 9. ’16.12월분 공간운영자 운용비 1,490,000 B
병

(공간운영자)

A ’16.11.30. ’16.12월분 공간운영자 운용비 1,480,480 A
갑

(공간운영자)

A ’16.11.30. ’16.12월분 공간운영자 운용비 1,480,480 A
을

(공간운영자)

C ’16.11.25. ’16.12월분 공간운영자 운용비 2,875,785 C
정, 무

(공간운영자)

나. 지급기한 도래 전 대가 지급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 등에 의하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 대가를

지급하였다.

[지급기한 도래 전 대가 지급 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일자 사업비 집행목적 금액 집행대상
지급기한
도래일자

39,982,000

B ’16.12. 1.
‘청년 X 동네프로젝트’(’16.11.19.～
12.20. 매주화 19:00～21:00, 매주
토 13:30～15:30) 보조강사비

500,000 기 ’16.12.20.

B ’16.12. 9. ‘주도하는 삶은 만들기로부터’
(’16.12.17. 15:00～18:00) 강사비

160,000 경 ’16.12.17

B ’16.12. 9. ‘뜨게수업-프렌치 니팅돌 제작’
(’16912.14. 19:00～21:00) 강사비

160,000 신 ’16.12.14.

B ’16.12. 9. ‘페트병 재단기 만들기’(’16.12.16.
13:00～16:00) 강사비

160,000 임 ’16.12.16.

B ’16.12. 9. 페트병 재단기 만들기’(’16.12.16.
13:00～16:00) 강사비

50,000 계 ’16.12.16.

B ’16.12.10. ‘스스로조직하는삶을위한제작활동’
(’16.12.18. 15:00～17:00) 강사비

160,000 갑자 ’16.12.18.

A ’16. 8.25.

가난뱅이 생활기술 워크숍(손바
느질 지갑, 대안생리대 등)[8.23.,
9. 8., 9. 9., 10.13., 10.14. 각
18:30～21:30 회당2시간씩] 강사비

1,000,000 을축 ’16.10.14.

A ’16. 8.25.

가난뱅이 생활기술 워크숍(손바
느질 지갑, 대안생리대 등)[8.23.,
9. 8., 9. 9., 10.13., 10.14. 각
18:30～21:30 회당1시간씩] 강사비

600,000 정묘 ’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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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체 내부 구성원에게 전문가비(강사비) 지급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비 중 전문가비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편성하며 내부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함에도 ’17년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연속지원신청서에 단체 운영인력으로 되어있는

내부 구성원에게 전문가비를 지급하였다.

[단체 내부 구성원에게 전문가비 지급 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일자 사업비 집행목적 금액 집행대상

A ’17.10.28.

강사료
(’17. 7. 2. 15:00～19:00 살구철 살구요리, ’17. 9. 3.
13:00～17:00 쉽게하는 곤드레밥, ’17. 9.17. 14:00～
18:00 병아리콩 카레와 사모사, ’17. 9.24. 14:00～18:00
쥬키니 파스타와 두부 카프레제)

1,600,000
(100천 원/시
간×4시간×4회)

을축
(시설관리 및
커피로스팅)

A ’16. 8.25.

가난뱅이 생활기술 워크숍(손바
느질 지갑, 대안생리대 등)[8.23.,
9. 8., 9. 9., 10.13., 10.14. 각
18:30～21:30 회당2시간씩] 강사비

1,000,000 을축 ’16.10.14.

A ’16.10.12.

페미니즘 세미나X페미수다모임
(10. 4., 10.11., 10.18., 10.25., 11. 1.,
11. 8., 11.15., 11.22., 11.29., 11.30.
각 18:00～22:00 회당2시간씩) 강사비

2,000,000 병인 ’16.11.30.

A ’16.10.16.

진 메이킹 워크숍(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10.23., 10.24.,
10.30., 10.31., 11. 6., 11. 7.,
11.13., 11.14., 11.20., 11.21. 각
14:00～18:00 회당4시간씩] 강사비

4,000,000 무진 ’16.11.21.

A ’16.10.26.
가난뱅이 생활기술 워크숍(발효
원리)[11. 7., 11.16., 각 19:30～
23:30 회당4시간씩] 강사비

700,000 기사 ’16.11.16.

A ’16.10.16.

경오 : 인문학 강의(장애를 바라
보는 장애학의 새로운 관점
[11. 2., 11. 9., 각 19:30～
22:30 회당3시간씩] 강사비

500,000 경오 ’16.11. 9.

A ’17.10.24.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15,000,000 신미 ’17.10.29.

C ’16. 8.12. 공간리모델링및시설물보강공사비 13,992,000 J단체(임신) ’16.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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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쇄홍보물 인쇄근거 부재

인쇄홍보물을 발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디자인 계약을 통하여 홍보물 디자인비를 지급

하였으나 그 후속단계인 인쇄물 제작 관련 자료(실물 등)의 부재로 인쇄물 제작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인쇄홍보물 인쇄근거 부재 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일자 사업비 집행목적 금액 집행대상

C ’16.11. 8. 단체 전시 홍보인쇄물 디자인 계약
(계약기간 : ’16. 9.29.～12.31.)

1,500,000 계유

C ’17. 6.27. 단체 전시 인쇄홍보물 디자인 계약
(계약기간 : ’17. 5. 1.～10.31.)

3,000,000 계유

마. 강사료 일부 중복지급
[강사료 일부 중복지급 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일자 사업비 집행목적 금액 집행대상 중복내역

B ’16.12. 1.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
‘청년 X 동네프로젝
트’(’16.11.19.～12.20. 매주화
19:00～21:00, 매주토 13:30～
15:30) 보조강사비 지급.
※포스터및사진자료있음.

500,000
(50,000
원/2시간
×10회)

기

2016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생활직조 1강
[’16.12. 3.(토) 15:00～
17:00] ’16.12. 9.자 강사비
110,000원 지급.
※강의 증빙자료 없고 ‘강사
수당지급신청서’만 있음.

바.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청년활력공간 지원단체인 C단체 청년허브에 제출한 ’17년 전문가비 예산사용계획에는

월요약국, 청년예술상점, 인쇄디자인비, 웹디자인비, 카탈로그편집비, 성북동사진관 행사

비용으로 전문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사용(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다른

행사에 전문가비를 집행하였다.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일자 사업비 집행목적 금액 집행대상

C ’17.10.27.
△△△ 개인전(그리기, 쓰기, 부르기)
[’17.11.22.~12. 3.(14:00~20:00 월요일 휴관)]

400,000 갑술

C ’17.10.29.
‘도터스 프라이버시 마마스 해피니스’ 공연
[진행주체 : K단체(을해), 공연 : ’17.11.11. 18:00～
19:00(1회), 장소 : ○○○]

1,244,720 을해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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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의 진행시간과 회의비 집행시간 불일치

[회의 진행시간과 회의비 지급시간(카드결제) 불일치 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일시 사업비 집행목적 금액 집행장소 비고

B
’16.12. 9.
10:06:11

‘2016 대안적 제작문화 포럼’ 진행
(’16.12. 9. 17:00～21:00)

300,000
△△가정식백반
(효창원로 270, 2층)

30명
참석

아. 사업자등록이 없는 단체와 거래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홍보비를 사업자에게 집행할 경우 정산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A단체’는 CI 및 로고 디자인

등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영리법인18)에게 제작토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

서를 홍보비 집행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정산 처리하였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단체 거래 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일자 사업비 집행목적 금액 집행대상 비고

A ’16.11.11.
A단체 CI 및 로고
디자인 등

1,990,000
[ci 디자인1종 695천 원,
logo디자인1종 695천원,
웹포스터 6종 600천 원
(100천 원/종*6종)]

D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중랑구 소재)

자. 청년활 사업추진활동비 정액 지급 등

’16년 청년허브 사업(프로젝트)지원사업 ‘청년활’의 사업비용 사용기준표에 의하면 사

업추진활동비의 경우 각 청년단체가 사업 전반을 실행하는데 사용하는 활동비용(교통비,

식비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면서 정산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18) D법인의 고유번호증에는 유의사항으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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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 사업추진활동비 지급(정액지급) 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일자 사업비 집행내용 금액 집행대상

E ’16. 9월
’16. 9월～11월까지 3개월간 사업추진
활동비(교통비, 식비등)를 8명에게 정
액으로 지급

3,000,000
(200,000원/명,월×2명×3월+
100,000원/명,월×6명×3월)

병자(상근대표),
정축(상근) 외
비상근 6명

F ’16. 9.13.
’16. 9월～10월까지 2개월간 사업추진
활동비(교통비, 식비등)를 6명에게 정
액으로 지급(선지급)

1,916,400
(239,000원/명,월×2명×2월+
191,200원/명,월×1명×2월+2
39,000원/월×2명×1월+100,0
00원/월×1명×1월)

무인(대표),
기묘(공간관리)
외 4명

G
’15.11.17.～
11.23.

’15.11.17.～11.23.까지 3회에 걸쳐 사업
추진활동비(교통비, 식비등)를 1명에게
정액으로 지급

600,000
(200,000원×3회)

경진
(단체대표)

H
’15.11.18.～
11.25.

’15.11.18.～11.25.까지 2회에 걸쳐 사업
추진활동비(교통비, 식비등)를 1명에게
정액으로 지급

400,000
(200,000원×2회)

신사
(단체대표)

I
’15. 6.14.～
8.22.

’15. 6.14.～ 8.22.까지 3회에 걸쳐 사업
추진활동비(교통비, 식비등)를 2명에게
정액으로 지급

1,800,000
(300,000원/명×2명×3회)

임오(단체대표),
계미(구성원)

또한, 사업추진활동비 지급대상은 단체 내부 구성원에게 한정되어 있으나, E단체의

경우 당초 청년활 지원사업 신청서에 구성원으로 소개되지 아니한 자[갑신(비상근)]에 대하여

’16. 9월～11월까지 3개월간 사업추진활동비(교통비, 식비등)를 매월 10만원씩 총 30만원

지급하였으며, ’15년 ‘청년활’ 지원사업에 참여한 ‘I단체’는 청년허브의 지원금 지급일자가

’15. 5.26.임에도 5월 한 달간의 사업추진활동비를 지급하였다19).

이와 같이 청년허브에서는 ’15년～’17년까지 청년들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단체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공모지원

사업 정산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위반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20)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정산 승인 처리함으로써 정산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19) 청년허브의 2015 청년활 지원금 사용가이드에 따르면 예산사용기간은 예산지급일 부터로 되어 있어
청년허브에서 지원비를 ’15. 5.26. 지급했으므로 사업추진활동비를 ’15. 5.26.이후부터 계산하여 지급하
여야 함.(사업추진활동비 지급일자 ’15. 6.14.)

20) ’15년～’17년 청년활 지원금 사용가이드에 따르면 정산서류 확인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허위증빙, 해당
보조금체크카드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출 등, 해당프로젝트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젝트비를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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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년허브의 「청년들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정산 부실

관리는 청년허브의 사업관리 인력과 지원단체의 행정분야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

므로, 향후 청년허브에서 유사한 지원사업 수행시 자체 관리를 강화(전문인력 배치)하는

한편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청년청장은 서울시청년허브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위․수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주의), 지원단체 및 정산관련자를 대상으로 통합 정산교육 및 정산사례집 배포 등 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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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제 목 자산관리 미흡 및 프로그램 참여 비용 부당 징수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내 용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 함.)’에서는 ‘청년의 자립공존 공간․활동분야

지원사업’으로 청년활력공간21)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16년 ～’17년까지 25개 청년

단체 등에게 총 950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비는 크게 운영비(공간운영자 운

용비, 여비), 사업비(전문가비22), 사업진행비23), 홍보비, 교육훈련비), 조성비(시설

공사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 지원사업비로 구입한 자산 등 관리 미흡

청년허브의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의하면 사업

진행비 중 자산취득비는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업진행비

총 금액의 10%책정 가능으로 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

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

하며,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보조사업자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24)

따라서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은 지원사업의 종료 후

공공의 이용에 활용되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타당함에도 ’16년～’17년 각 청년활력

공간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자산(17품목 5,817천 원)에 대하여 청년허브에서는 청년

21) 청년의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기반의 청년공유공간을 지원하여(연간 최대 50,000천 원) 청년이 동료에게
배우고 서로를 돌보는 호혜적인 자활의 공간아지트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함.(2년 연속 지원가능)

22) 강사비, 자문비, 원고비, 번역비, 통역비, IT 및 영상제작 등 기타 전문가 비용 등
23) 다과비, 회의비, 물품구입비, 단기임차비, 자산취득비로 구성
24)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18. 1.24. 서울혁신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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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공간의 사업종료 후 자산취득 목록을 제출받고 있을 뿐 사업비 지원 종료 후 활용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년활력공간 조성비(시설공사비)의 경우 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종료 이후 이들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 또한 마련되지 있지 아니하므로, 청년허브에서 청년단체와 청년활력

공간 지원사업 협약서 체결시 공간조성 관련된 내용(예 : 사업 중단시 공용목적으로 지속

활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 내역(예)]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일자 공사내용 금 액 비 고

B ’16.12. 9. 가벽설치 및 냉난방기 시설 설치, 선반
(앵글) 제작, 천정 조명공사

1,567,500

B ’17. 8. 3. 선반(앵글) 제작 368,500

A ’16.11.30. 내부인테리어 2,230,000

A ’17.10.24. 내부인테리어 15,000,000

C ’16. 8.12. 내부인테리어 13,992,000

C ’17.10.28. 전시공간 내부 리뉴얼 8,500,000

나. 프로그램 참가자(수강생)에게 수업료 등 비용 부당 징수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년단체에서는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사용

계획25)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청년허브에 제출하고, 청년허브에서는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다.

청년단체에서 사업 참가자(수강생)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업료(재료비 포함) 등의 제반 비용은 예산사용계획에 포함되어 청년허브에서

사업비로 교부하고 있으므로, 제반 비용을 교부받은 청년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참가자(수강생)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일부 청년단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교부받았음에도 이와

별도로 사업 참가자(수강생)에게 수업료(재료비 포함)를 징수하는 사례26)가 확인되었고,

청년허브의 운영지침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25) 운영비, 사업비, 조성비 등 청년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 비용을 편성
26) ’16년 B단체에서 수작업 작업장학교를 운영하면서 8개 강의별 참가자들에게 10만원～2만원까지 수업료

(재료비 포함)를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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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 참가자(수강생)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청년허브와 사업

참가자(수강생)가 수업료 등의 비용을 이중 부담하지 않도록, 청년활력공간 지원신청서(예산

사용계획)에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재원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27)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청년단체와 청년활력공간 지원사업 협약서 체결 시 공간

조성 관련된 내용(예 : 사업 중단시 공용목적으로 지속 활용 등)을 규정하는 등 조성비가 투입된

공간의 활용방안 및 청년활력공간의 자산성 물품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고,

아울러 사업 참가자(수강생)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단체의 경우 프로

그램의 수업료(재료비 포함) 등의 재원을 지원신청서(예산활용계획)에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7) 수업료(재료비 포함)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청년허브 지원사업비 또는 참가자 수업료 등으로 재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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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요 구

제 목 N개의 청년학교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내 용

서울특별시청년허브28)(이하 “청년허브”라 함.)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첫 진입하는 청년

에게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 또는 전환을 모색하는 배움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N개의 청년학교 사업29)을 운영하고 있다.

가. ’16년 N개의 청년학교 서울시 미승인 변경 운영 등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 제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인 연세대학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제5조 6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이하 “市”라 함.)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16년 N개의 청년학교 사업계획은 ’15년에 市에 제출되어 승인되었는데 ’16. 5월

부터 10개월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市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청년허브에서는 ’16. 8.19.에서야 市의 사전승인 없이 N개의 청년학교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사업계획을 내부결재만으로 변경하였다.

[’16년 N개의 청년학교 사업 변경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10개월 5개월

학교 운영체계 총괄교장제+현장책임담임제 현장담임제+조교/코디네이팅그룹 발굴 및 연계

소요예산 금 150,000천 원 금 125,000천 원

28) 학교법인연세대학교에서수탁운영[협약일 : ’17.12.26.(기간 : ’18. 1. 1.～’20.12.31.), ’14.12.14.(기간 : ’14.12.14.～’17.12.13.)]
29) 만 18세 이상～34세 미만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현장기반 프로젝트형(도시전환/생산혁신/국제교류 등)
실행 학교 및 청년의 학습 수요를 반영한 개방형 청년강좌 운영. 운영체계는 분야별 현장전문가와 협력하여
책임담임제 및 강좌진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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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청년허브에서는 N개의 청년학교 사업을 운영하면서 책임담임 등 개인

용역계약분야에서도 절차 및 사업비 한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Ⅵ.계약(3.1 계약품의(선행사항)

에 따르면 공사 또는 물품구매(제조)에 대한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계약에 대한 수탁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의 과정(계약품의)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사업운영을 위한 책임담임 등 개인 용역계약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명(목적포함), 계약금액(예산의 내용일치)등이 포함된 계약품의(내부의 의사결정)를 선행

했어야 한다.

그러나 청년허브의 ’16년 N개의 청년학교 운영 관련 듣보잡문화학교 및 국제교류학교

책임담임 등 개인 4명의 용역계약을 보면 아래와 같이 ’16. 8. 1.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운영계획은 ’16. 8.19.에 그리고 계약품의 내부결재는 ’16. 9. 7.로 확인되었다.

[’16년 N개의 청년학교 책임담임 등 개인 용역계약 내역]

연번 구분 계약대상 계약기간 금액(천 원) 용역내용

1
듣보잡문화학교

갑(담임)
’16. 8. 1.～12.31.

10,000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총괄

2 을(조교) 3,500 참여자 관리 및 운영 등

3
국제교류학교

병(담임)
’16. 8. 1.～12.31.

7,500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총괄

4 정(조교) 3,500 참여자 관리 및 운영 등

5
언더독스사관학교

무(담임)
’16. 9. 1.～11.30.

4,500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총괄

6 기(조교) 2,100 참여자 관리 및 운영 등

 ※ 학술용역단가기준 적용으로 담임 월 150만원, 조교 70만원의 인건비 책정함

또한 청년허브에서는 N개의 청년학교 운영을 위한 책임담임 등 개인 용역계약을 체결

하면서 1명(듣보잡문화학교 갑)에게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에 정해진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월 200만 원을 적용하였다.(200만 원/월×5월=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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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7년 N개의 청년학교(해외연수) 운영 부적정

청년허브에서는 ’17.11월 해외의 혁신적인 사례탐방을 통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추고

공공/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할 실천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공공

건축학교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2건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협약서 제6조(사업의 수행) 제4항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으므로 청년허브는 ’17년 N개의 청년학교 해외연수과정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구체적

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참가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그러나 청년허브의 공공건축학교 해외연수 프로그램 계획서에는 사업대상으로 ‘청년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활성화와 관련하여 도농교류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 및

관련사업 관계자’로 되어 있을 뿐, 참여자 선발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고,

아래 표와 같이 공공건축학교와 D학교의 해외연수 과정 참가자 총 14명 중 8명이 청년

허브 직원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연수 참가자 현황]

 □ 공공건축학교 참가자

연번 이 름 소 속 비고

1 경 청년허브 경영실 기반조성팀 청년허브직원

2 신 청년허브 경영실 기반조성팀 청년허브직원

3 임 청년허브 경영실 기반조성팀 청년허브직원

4 계 청년허브 경영실 행정지원팀 청년허브직원

5 갑자 [2016-7년도 우리동네무중력지대] ‘A’ 대표

6 을축 대구지역 활동가/전통시장 활성화 기업 ‘B’ 대표

7 병인 ‘C건축사무소’ 지역활동 기획자

□ D여행학교 참가자 

연번 이름 소 속 비고

1 정묘 청년허브 공유지지팀 청년허브직원

2 무진 통번역 통역업무

3 기사 D대표 기획 및 진행

4 경오 아티스트크루 ‘E’ 멤버

5 신미 국제교류단체 ‘F’ 상근활동가

6 임신 G 부사장

7 계유 N개의 청년학교 코디네이터 행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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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공공건축학교’의 경우 1인당 1,495천원(3박4일), ‘D학교’의 경우 1인당

3,182천원(4박5일)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혜택이 사업목적에 맞는 청년에게 공정

하게 지급되지 못하고 내부 직원 및 관계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결과가 초래되

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협약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절차를 준수

하도록 하며 예산의 낭비 등이 없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업대상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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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2016년 세출예산의 이월 및 반납기준 미준수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내 용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 함.)’에서는 ’16년도 청년허브 운영 보조

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30)했다.

[’16년 운영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계 3,958,954,000 3,862,428,000 3,724,242,219 139,819,400 15년운영보조금반환금액포함

인건비
인건비 875,125,000 860,974,000 805,720,679 55,253,321

경상이전 158,347,000 152,508,000 136,726,110 15,781,890

운영비
물건비 257,991,000 209,669,000 191,027,897 18,641,103

자본지출 24,346,000 23,796,000 23,653,600 142,400

사업비 2,643,145,000 2,615,481,000 2,567,113,933 48,367,067

2015 운영보조금
반환금

1,633,619
1년 미만 퇴사자 퇴직적립반환
및지원사업추가반환등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

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명시이월비로 확정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16년도 사업에 따른 운영보조금 집행기한(’16.12.31.)까지

집행한 결과 그 잔액과 발생된 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고, 만약 집행기한까지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보조금은 명시이월비로 확정하여 ’1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0)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원-270호(’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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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청년허브에서는 ’16년 운영보조금 출납폐쇄일을 ’16.12.20.로 정하고 94개

항목 382,016,060원(운영보조금31) 377,475,440원, 특별지원사업비32) 4,540,620원)

을 ’16.12.21.이후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33) ’16.12.15.～12.20.까지 3회에 걸쳐 청

년허브 운영보조금 계좌에서 별도계좌(우리은행)로 이체하였고, 서울시에 제출한 ’16년 운영

보조금 정산내역에는 실제로 집행하지 아니한 운영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정산 보고하였다.

또한, 별도계좌로 이체된 운영보조금 내역 중에는 연말 단기간[출납폐쇄일 다음 날

(’16.12.21.)～12.31.]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6년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으로 반납하고 ’17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공사 또는 주제미정의 연구사업 등이 있고

[연말 단기간 미완료 예상 공사 및 주제미정 연구사업 등 내역]
(단위 : 원)

편성목 통계목 내용 금액 이체처리일자 집행일자

계 80,100,000

공간운영 공간소모품 및
공간구성비 상담실 조성공사 6,600,000 ’16.12.16. ’17. 2.28.

공간운영 공간소모품 및
공간구성비

입주단체 및 청년허브
공간구성 5,800,000 ’16.12.16. ’17. 2.28.

공간운영 공간소모품 및
공간구성비

입주단체 및 청년허브
공간구성 5,200,000 ’16.12.20. ’17. 2.28.

정책연구 기획연구비 기획연구(주제미정) 20,000,000 ’16.12.16. ’17. 3.30.

정책연구 기획연구비 기획연구(주제미정2) 20,000,000 ’16.12.20. ’17. 2.28.

활동가 교육 워크숍 직원 상담비용 4,500,000 ’16.12.16.
선금 ’16.12.30.
잔금 ’17. 1.25.

청년참 사업진행비 결과자료집 12,000,000 ’16.12.16.
선금 ’16.12.30.
잔금 ’17. 2.28.

청년활 사업진행비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6,000,000 ’16.12.16.
선금 ’16.12.30.
잔금 ’17. 2.28.

별도계좌로 이체된 운영보조금 사업 중 당초 계획된 지급완료 예정기간(’16.12.21.～

’17.2.28.)에 102개 항목 352,716,060원이 집행되었으나 잔액 3개 항목

29,300,000원은 ’17.3.30.에야 집행이 완료되어 잔액 3개 항목 역시 ’17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된다.

31)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시설비, 사업비
32) 청년취재단 용역사업(인건비, 회의비 등)
33) 「2016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유보금 현황 보고(내부결재), 청년허브-2724호, ’16.12.23.)」. 지급완료 예정
기간 ’16.12.21.～’1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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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된 운영보조금 중 ’17. 3. 1.～ 3.30. 집행 사업 내역]

(단위 : 원)

내 용 집행일자 금액 비고

계 29,300,000

(활동가) 직원상담치유과정 ’17. 3.17. 3,300,000

16 청년활력공간 책 제작 잔금 ’17. 3.17. 6,000,000

(연구)지방정부 청년정책 변화분석을 통한 서울시 청년정책 2.0 과제 ’17. 3.30. 20,000,000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위․수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예산․회계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주의)

※ 신분상 조치: 담당자 1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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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내 용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 함.)는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2.12.14.부터 ’18.10월 현재까지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이하 “市”라 함.)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학교”라 함.)간 서

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34)(이하 “협약서”라 함.) 제8조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

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및 관계법령과 “市”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Ⅵ. 계약 1. 계약

업무의 일반 원칙 1.1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기간 중 청년허브에서 ’15년 ～ ’18년까지 처리한 용역 계약 업무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선금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선금은 잔여 이행

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년허브에서는 ’14.12.30. ‘2014년 청년참 디렉토리북 제작 및 인쇄’ 용역을

계획하고 ‘A기업’과 계약[계약금액 12,600천 원, 계약기간 ’15. 1.27.～ 2. 6.(11일)]하면서

34) 협약일 : ’17.12.26.(기간 : ’18. 1. 1.～’20.12.31.), ’14.12.14.(기간 : ’14.12.14.～’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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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계약금

액의 50%인 6,000천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15년부터 ’18.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동일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총 29건의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였다.

[계약 잔여 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선금을 지급한 내역]

(단위 : 천 원)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연번 건 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금지급액

합 계 214,744 134,643
1 2014년 청년참 디렉토리북 인쇄 A기업 ’15. 1.27.～’15. 2. 6.(11일) 12,600 6,000

2 청년청공간조성쇼케이스 기획 및제작 B기업 ’15. 7. 8.～’15. 7.16.(9일) 3,000 2,100

3 청년청 아지트 공간조성 워크숍 C기업 ’15.11.16.～’15.11.30.(15일) 4,500 3,150

4 청년청홍보를위한건물현수막및리플렛제작 갑 ’15.11.18.～’15.12.11.(24일) 3,000 2,100
5 청년청 가구제작 D기업 ’15.11.20.～’15.12.10.(21일) 14,000 9,800

6 청년청 협업공간 조성 E기업 ’15.11.18.～’15.12.10.(23일) 10,000 5,000

7 DIY 청년청 E기업 ’15.11.18.～’15.12.10.(23일) 5,000 2,500

8 청년청오픈하우스공연기획및공간조성 F기업 ’15.12.16.～’15.12.18.(3일) 2,860 2,002
9 서울청년주간오픈하우스인서울실행지원 G기업 ’16.11. 1.～’16.11.20.(20일) 11,000 5,500

10 청년활력공간 컨텐츠(영상) 제작 H기업 ’16.11. 5.～’16.11.30.(26일) 3,300 1,650

11 서울잡스 홈페이지 수정 및 보완 I기업 ’16.11.15.～’16.12. 9.(25일) 3,470 2,429

12 사회혁신청년활동가양성사업참여자활동증명서제작 을 ’16.11.30.～’16.12.23.(24일) 3,300 2,310
13 공유공간 전시기획 J기업 ’16.11.30.～’16.12.13.(14일) 3,300 2,310

14 청년정치기반당사자네트워크세미나기획 K기업 ’16.12. 3.～’16.12.31.(29일) 2,800 1,962

15 청년허브및청년활동홍보를위한팝업공간조성 L기업 ’16.12. 6.～’16.12.10.(5일) 10,000 7,000

16 청년참·청년활연말행사홍보물디자인및자료집제작 M기업 ’16.12. 9.～’16.12.30.(22일) 6,600 4,620
17 청년 지원 플랫폼 설계 연구 용역 계약 N기업 ’17. 2. 1.～’17. 2.28.(28일) 20,000 14,000

18 N개의청년학교네트워크형학교기획및총괄 O기업 ’17. 7.16.～’17. 8. 7.(23일) 5,764 4,035

19 청년청제작공간활성화를위한공간구획작업 P기업 ’17. 9.28.～’17.10.20.(23일) 6,160 4,312

20 서울청년주간용역계약(무대설치및물품대여) Q기업 ’17.10.27.～’17.10.29.(3일) 14,000 9,800
21 서울청년주간 용역계약(교통통제) R기업 ’17.10.27.～’17.10.29.(3일) 5,090 3,563

22 서울청년주간용역계약(운영시설설치및물품대여) S기업 ’17.10.27.～’17.10.29.(3일) 10,000 7,000

23 서울청년주간용역계약(현장촬영및편집) 병 ’17.10.25.～’17.11.10.(17일) 2,000 1,400

24 서울청년주간용역계약(편의,휴식,응급시설설치) T기업 ’17.10.27.～’17.10.29.(3일) 3,700 2,590
25 청년활동의확장과고민-자치구청녕활동사례연구 정 ’17.10.27.～’17.11.24.(29일) 3,200 2,240

26 청년허브 사무실 공간변경 및 재구성 U기업 ’18. 3. 1.～’18. 3. 8.(8일) 22,000 11,000

27 창문카페 및 공용주방 리뉴얼 계약 V기업 ’18. 3.26.～’18. 4. 4.(10일) 13,000 6,500

28 청년허블링페스티벌무대및음향운영계약 W기업 ’18. 8.22.～’18. 9. 3.(13일) 5,700 3,990
29 청년허블링페스티벌 홍보 계약 X기업 ’18. 8.23.～’18. 9. 3.(12일) 5,400 3,780



- 47 -

나. 유사·중복사업의 계약 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청년허브는 ’15.11.18.～11.20.까지 계약금 합계 29,000천 원에 해당하는

청년청 내부 인테리어 용역을 ‘청년청 협업공간 조성’, ‘DIY 청년청’, ‘청년청 가구제작’ 등

3건으로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였다.

[분리발주 계약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건 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금액

합 계 29,000

1 청년청협업공간 조성 E기업 ’15.11.18.~’15.12.10. 2,3층협업공간프로젝트형가구제작 10,000

2 DIY 청년청 E기업 ’15.11.18.~’15.12.10. 2,3층복도·계단실등공간설치물제작 5,000

3 청년청 가구제작 D기업 ’15.11.20.~’15.12.10. 1층공용공간 기능성 가구제작 14,000

다. 계약기간 이후 준공서 제출에 따른 조치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용역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35)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년허브에서는 ’15. 3. 2. 청년활동 홍보 및 아카이빙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허브

사이트 및 인트라 아카이브 시스템 보완 구축 및 운영’ 용역을 계획하고 같은 날 ‘I기업’

을 계약상대자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15. 3. 2.부터 12.21.까지로 하였고 이후

‘사용성 증진을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6. 1.31.로 변경 계약하였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공사 :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
구매 : 1000분의 0.8, 물품의 수리·사공·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약 : 1000분의 1.3,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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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가 포함된 준공신고서는 계약기간이 도과한

’16. 3.28. 제출되었음에도 청년허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지급될 대가와 상계하지 않는 등 ’15년 ～ ’17년까지 계약이행이 지체된 총 9건의 용역

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허브에서는 청년허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가 당초 계약기간보다 지연되어 제출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

추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잔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정한

조치이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앞으로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

하지 아니함에도 선금을 지급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임에도 분리하여 발주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

하도록 하는 등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담당자 2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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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인건비 예산편성 및 연봉계약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청년청

내 용

서울특별시 청년허브36)(이하 “청년허브”라 함.)는 ’12.12.14.～’18.10월 현재까지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연봉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이하 “市”라 함.)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학교”라 함.)간 서울

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이하 “협약서”라 함.) 제6조에 따르면 수탁기

관인 연세대학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및 관계법령과 “市”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37)에 따르면

市에서는 차기년도 예산편성기준(안)을 수탁기관에 시달하여 예산과목 및 과목내용 설명 등

시설예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의 차기년도 예산편성 일정

및 기본운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년허브 연봉제 규정 제9조(연봉의 계산)에 의하면 총인건비 예산편성액은 당해의

인건비관련(안)을 기준으로 편성일 현재 재직 중인 인력을 기준으로 급·호 산정 및 경력을

환산하여 결정된 총액으로 편성하고 최초 기본연봉은 연봉제 규정 [별표2]의 기본연봉

지급기준표에 따라 상하한액 범위내에서 결정하며 이후 매년 말 근무평가에 따라 연봉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청년허브에서 ’15년～’17년까지 집행한 인건비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36) 학교법인연세대학교에서수탁운영[협약일 : ’17.12.26.(기간 : ’18. 1. 1.～’20.12.31.), ’14.12.14.(기간 : ’14.12.14.～’17.12.13.)]
37) 제1편 예산·회계 Ⅱ. 예산 2. 예산편성 2.3. 예산편성절차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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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기년도 예산편성기준(안) 미시달

市에서는 차기연도 예산편성기준(안)을 수탁기관에 시달하여 예산과목 및 과목 내용

설명 등 시설예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의 차기년도 예산편성

일정 및 기본운용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시달하지 않았으며, 청년허브 자체적으로 인건비

운영(안)을 만들어 市 주무부서에 승인요청을 하고 계약심사과정 후 인건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나. 호봉 착오산정 및 총인건비를 초과한 연봉 계약

청년허브의 ’16년 인건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연봉제에 해당하는 인건비38)는 전체

직원 총 20명에 대하여 777,715,100원으로 산출하였으나 그 중 총 6명의 호봉 산정이

잘못 적용되었으며 정정하여 산출하면 768,351,000원으로 9,364,100원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2016년 연봉 계약 시 768,351,000원 범위 내에서 연봉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직원 20명에 대한 총 연봉계약액은 785,017,000원으로 16,666,000원을

초과하여 계약하였다.

[호봉으로 산정한 인건비 착오내역(’16년)]

(단위 : 원)

연번 당초산출시급·호봉 인건비 총액 정정후급·호봉 호봉정정후산출액 초과액

225,028,700 215,664,600 9,364,100

1 3급8호봉 43,929,000 3급7호봉 42,164,500 1,764,500

2 4급8호봉 39,930,600 4급7호봉 38,287,200 1,643,400

3 4급12호봉 45,650,000 4급11호봉 44,434,600 1,215,400

4 5급9호봉 37,275,200 5급8호봉 35,866,200 1,409,000

5 5급5호봉 31,467,900 5급4호봉 29,450,500 2,017,400

6 6급4호봉 26,776,000 6급3호봉 25,461,600 1,314,400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38) 총인건비 중 특정업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제외한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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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봉제 규정 별표2. 기본연봉 지급기준표 부적정 및 연봉계약을 위한 근무평가 미실시

청년허브 연봉제규정 제9조(연봉의 계산) 제3항에 의하면 최초 산정된 기본연봉은

[별표2]의 기본연봉 지급기준표에 따라 상하한액 범위내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직 급 별
적용년수 및 연봉액 범위

적 용 년 수 연봉책정 가능액(천 원)

1) 신 입 직 1년 ~ 2년 21,000 ~ 24,000

2) 경 력 직 3년 이상 24,000 ~ 28,000

3) P M 급 4년 이상 26,000 ~ 36,000

4) 팀 장 급 5년 이상 35,000 ~ 45,000

5) 실 장 급 6년 이상 40,000이상

자료 : 청년허브 연봉제규정 [별표2] : 신규채용(경력) 연봉지급 기준표

하지만 기본연봉 지급기준표의 ‘연봉책정 가능액’이 직급별로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적용년수별로 적용된다는 것인지 모호하고, 연봉제 운영에 있어 직급을 1~6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기준표의 PM급, 팀장급이 몇급 상당을 의미하는지 구분이 모호하다.

또한 연봉제규정 제9조 제4항은 매년 말 근무평가에 따라 연봉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청년허브는 매년 소속 근로자의 연봉 재계약 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연봉제를 운영함에 있어 市에서 시달한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연봉계약 운영 부적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연봉 지급기준표

등 연봉제 규정을 정비하며, 연봉제규정에 따라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연봉계약이 객관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청년청장은 앞으로는 차기연도 예산편성기준(안)을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 시달하고,

인건비 운영이 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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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내 용

서울특별시 청년허브39)(이하 “청년허브”라고 함.)에서는 ’15년～’18년까지 매년 기관장

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평가 후 아래

표와 같이 총 223,337천 원을 지급하였다.

[성과상여금 지급현황(’15년～’18년)]
(단위 : 명, 원)

계 ’15년 ’16년 ’17년 ’18년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93 223,337,280 19 49,764,800 18 50,255,620 31 63,448,530 25 59,868,330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함.)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학교”라 함.)간 서울

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이하 “협약서”라 함.) 제6조에 따르면 수탁기

관인 연세대학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1662호(’18. 5. 2.) ‘2018년도 청년허브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지급등급 및 인원비율은 S:A:B:C=20:40:40:0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

등급별 인원결정은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

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9)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수탁 운영[협약일 : ’17.12.26.(기간 : ’18. 1. 1.～’20.12.31.), ’14.12.14.(기간 :
’14.12.14.～’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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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지급률 20% 40% 40% 지급제외자 적용

청년허브 직원 172.5% 125% 85% 0%

☞ S:A:B:C = 20:40:4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0:40:4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지급계획에 부합하게 직급별로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했다.

그러나 청년허브에서는 ’18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면서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직원 25명을 개인별 평가 후

직급별이 아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청년허브의 6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11명으로 당초 S:A:B=2:5:4비율이

되어야 하는데 S:A:B=0:4:740)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이 ’15년, ’16년, ’18년41) 각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자체 수립계획과 상이하게 지급인원을 결정하여 전체적으로

하위직급(5급·6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결정 현황]

(당초 지급한 인원비율) (계획서 상으로 산출한 인원비율)

구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제외
인원 구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제외
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25 25 5 10 10 - 계 25 25 6 10 9 -

2·3급 3 3 1 1 1 - 2·3급 3 3 1 1 1 -

4급 3 3 1 1 1 - 4급 3 3 1 1 1 -

5급 8 8 3 4 1 - 5급 8 8 2 3 3 -

6급 11 11 - 4 7 - 6급 11 11 2 5 4 -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40) 2018년 지급등급별 지급액(6급 기준) : S = 3,309,240원 A = 2,398,000원 B = 1,630,640원
41) 2017년은 전체 직원이 B등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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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결정 현황]

(당초 지급한 인원비율) (계획서 상으로 산출한 인원비율)

구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제외
인원 구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제외
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19 18 3 7 8 1 계 19 18 4 8 6 1

2·3급 5 5 1 3 1 - 2·3급 5 5 1 2 2 -

4급 4 4 1 2 1 - 4급 4 4 1 2 1 -

5급 6 5 - - 5 1 5급 6 5 1 2 2 1

6급 4 4 1 2 1 - 6급 4 4 1 2 1 -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15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결정 현황]

(당초 지급한 인원비율) (계획서 상으로 산출한 인원비율)

구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제외
인원 구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제외
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19 19 4 8 7 - 계 19 19 4 9 6 -

2급 2 2 1 1 - - 2급 2 2 - 1 1 -

3급 4 4 2 1 1 - 3급 4 4 1 2 1 -

4급 4 4 1 2 1 - 4급 4 4 1 2 1 -

5급 5 5 - 1 4 - 5급 5 5 1 2 2 -

6급 4 4 - 3 1 - 6급 4 4 1 2 1 -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 자체에서 수립한 지급계획에 부합

하게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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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운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내 용

가. 예산총계주의 및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규정 미준수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 함.)’에서는 ’13년 〜 ’18. 7월까지 외부 지원

사업 및 수입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법인카드 포인트 등 수입금 10,489,625원이

발생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에는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청년허브에서는 ’13년～’18. 7월까지 발생한 이자수입 및 카드사용 포인트

등 잡수입 총 10,489,625원을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예치

보관하면서 그 중 총 3,857,365원을 운영사업비의 일부로 지출했다.

[연도별 잡수입 및 지출내역 (2018년 7월 말 기준)]
(단위 : 원)

연도별
잡 수 입 지 출

잔 액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13년　

외부 지원사업 및 수입금 발생
이자수익

60,860 　 　
63,784

보조금 반환 잔액 및 외부 지원
사업 잔액(반환받지 않음)

2,924 　 　

소계 　 63,784 　 63,784

’14년

외부 지원사업 및 수입금 발생
이자수익

89,763 　 　
96,832

보조금 반환 잔액 및 외부 지원
사업 잔액(반환받지 않음) 7,069

　 　

소계 　 96,832 　 9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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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6년 회계감사 세출사업비와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세출사업비 집행금액 불일치

청년허브의 ’16년 회계감사 보고서의 세출사업비는 3,737,243천원이나 서울시에 보고된

세출사업비는 3,724,242천원으로 13,001천원 차이가 있고, 이 중 재단전입금과 잡수익

재원에서 지출된 11,381천원을 제외하고 총 3건 1,620천 원의 세출사업비 집행보고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15년

수입금, 정기예금 발생이자 등
이자수입

2,691,028
다목적홀 및 공용주방 청소 금액
유보금액 초과 지급

5,000
2,761,450

보조금반환후잔액및전기보험료
입금분 잡수입

75,422 　 　

소계 　 2,766,450 　 5,000 2,761,450

’16년

이자수입(수입금, 정기예금 발생
이자 등)

3,817,907
15년도 정산보고 후 페이스북 광고
청구금액 지급 26,487

2,704,855

잡수입(청년참 초과입금 금액) 6,735
정산보고 후 발생된 대표자
변경을 위한 등기발급 수수료

지급
1,000

　 　 정산보고후발생된특근매식비지급 69,300

　 　
정산보고 후 발견된 동호회비용

미정산건 발견 지급
23,000

　 　 다목적홀 객석 정비비 지급 1,000,000

소계 　 3,824,642 　 1,119,787 2,704,855

’17년

이자수입(수입금, 정기예금
발생이자 등)

965,903
16년도 정산보고 후 페이스북
광고청구금액 지급

32,578

1,449,486법인카드 포인트 2,700,000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명절선물비용 구입)
2,183,840

잡수입(15, 16 보조금 반환 잔액) 1 　 　

소계 　 3,665,904 　 2,216,418 1,449,486

’18. 7월
이자수입 71,990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 (반환처리를
위한 계좌대체 처리)

516,160
-444,147

잡수입(17 보조금, 수입금반환잔액) 23 　 　

소계 　 72,013 　 516,160 -444,147

합계 　 10,489,625 　 3,857,365 6,63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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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세출사업비 집행보고 불일치 내역]

(단위 : 원)

연번 내 용 처리현황 결산처리사항 금액

1
청년정치기반 당사자 네트워크 세미나
결과보고 이중지급

2017년도에 해당금액 회수
및 2019년 반납예정

미수금 1,960,000

2
정산보고 후 결산처리 중 발견된
커뮤니티지원사업 법인카드 이중사용의 건

2017년도 보조금 정산보고
및 반납

미지급금 -64,300

3
정산보고 후 결산처리 중 발견된
청년정책네트워크 법인카드 이중사용의 건

2017년도 보조금 정산보고
및 반납

미지급금 -276,000

계 1,619,700

다.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목적사업비에서 집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는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년허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청년허브에서는 자체 인사위원회 권고제안에 따라 ’16.12.13. 〜

’17. 1.13.까지 운영되었던 ‘직원상담 치유과정(청년허브 조직내 직원간의 갈등관계를 해소

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함)’과 관련한 경비 4,500천 원을 일반운영비가 아닌 목적사업비

(청년활동가 교육비)에서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위․수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예산․회계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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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내 용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 함.)에서는 ’12.12.14.～’18.10월 현재까지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련 사업비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전용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Ⅲ. 수입․

지출에 따르면 신용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

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매년 사업비정산 시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청년허브에서는 ’14년부터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를 사업비정산 시 서울시에

반환하지 않았으며, ’17년 10월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를 현금 2,700천 원으로 전환하여

직원명절선물 구입비로 2,183천 원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사업비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예산편성 및 서울시 승인 없이

예산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향후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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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자문비용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청년청

내 용

서울특별시청년허브42)(이하 “청년허브”라 함.)에서는 ’12.12.14.～’18.10월 현재까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운영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적인 분야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하고 있다.

가. 자문비용 사용내역 부적정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제9조 2항

(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Ⅱ.예산

(3. 예산의 집행)에 따르면 모든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다른 시설과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센터 간 회의나 법인의 감사 진행비에 사용하였으며 출장 시 택시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총11건을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하였다.

42)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수탁 운영[협약일 : ’17.12.26.(기간 : ’18. 1. 1.～’20.12.31.), ’14.12.14.(기간 :
’14.12.14.～’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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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목적 외 지출내역]

연번 사용일자 사용목적 금액(원) 내역

1 2015.9.2 행정회의 24,900 1명 식비

2
2016.3.17.
2016.4.14

센터간 회의 189,000 식비

3 2016.6.20 법인회의 28,000 식비

4
2016.5.10
2016.5.11

센터간 회의 107,600 식비, 다과

5 2016. 5.29~6.8.
법인평가
감사진행비

410,820 식비, 다과

6 2017.5.11 법인회의 43,800 식비, 다과

7 2017.7.5 법인회의 19,000 식비, 다과

8 2017.7.12 서울시방문 48,800 택시비, 다과

9 2017.8.16 법인회의 27,000 식비

10 2017.8.17 법인회의 33,000 식비

11 2018.3.29 센터간 회의 59,400 다과

나. 자문비용 사용절차 부적정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Ⅲ 수입·지출(5. 지출)

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지출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에 집행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 매뉴얼 Ⅵ.계약(3. 계약의 품의 및 입찰)에 따르면 공사 또는 물품구매(제조)

에 대한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계약에 대한 수탁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의 과정(계약품의)

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명(목적포함), 계약금액(예산의 내용일치), 이행기간(준공

또는 납품), 계약보증금, 위험부담(하자보증),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의 품의를 내부결재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사업명(목적포함), 계약금액(예산의 내용일치)등이 포함된 계약품의

(내부의 의사결정)가 완료된 후 계약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이 완료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년허브에서는 계약품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15.12.18. 회계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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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용역에 따른 비용 2,100천 원을 회계사무소에 지급하였고, ’16년도에는 계약품의 및

지출원인행위(계약서 작성) 없이 법무사에게 매월 220천 원을 지급하여 총 2,640천원의

자문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노무자문 계약품의(’16. 8. 2.) 전에 계약서를 작성(’16. 7.20.)하여 매월 231천 원을

노무사무소에 지급하기로 하고 7월분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대상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지급하는 등 투명하지 않게 예산을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관련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자문비용이 적합한 사용

절차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청년청장은 청년허브의 예산집행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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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입주단체 점유 건물면적 산정 부적정(청년청 건물)

관 계 기 관 청년청

내 용

서울시(舊 청년정책담당관43))에서는 혁신파크 내 22동 건물(청년청44))을 다양한

청년단체가 자유롭게 실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 플랫폼으로 운영

하면서 입주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청년주도의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18. 8월 현재 58개 단체 입주)

이와 관련, 舊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청년청 1층의 일부 공간을 청년들의 자립

실험실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A단체(카페운영)’ 등 5개 단체를 선정45)

한 다음 ’18. 8. 1. 이들 단체와 ‘청년청(공유재산) 자립실험실 사용계약(계약기간 :

’18. 8. 1.～ ’19. 2.28.)‘을 체결했다.

舊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 중 단체별 입주면적은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재계약 계획(청년정책담당관-4376호, ’18. 4.23.)46)‘에서

적용했던 ‘청년청 입주단체별 건물 입주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47)’을 그대로 적용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함.)」 제29조 제2항은 건물대부료 산출을 위한 건물면적 및 부지면적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다.

43) ’19. 1. 1.자 조직개편으로 기관명칭이 ‘청년청’으로 변경됨.
44) 청년활동공간 청년청(가칭) 조성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3호),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계획(청년
정책담당관-11188, ’15.12. 4.), 2017년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계획(청년정책담당관-928, ’17. 1.24.)

45) 청년청 자립실험실 운영단체 선정 결과 보고(청년정책담당관-8977호, ’18. 8. 1.)
46) 청년청 입주단체의 입주면적 변경 등에 따라 전체 54개 공간 중 공실 15개를 제외한 기존 39개 입주
단체와 ’18. 4월 재계약 진행

47)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청 입주단체 사용료 산정 전문가 자문계획(청년정책담당관-3924호, ‘18. 4.11.)」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B‘에 의뢰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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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항]

-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해당 부지의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또한,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 재계약 계획’에도 입주단체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을 위해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항48)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18.10월 감사기간 중 ’18. 8. 1.체결한 5개 입주단체의 점유 건물면적(입

주면적)을 조례 제29조를 기준으로 확인49)한 결과 공용면적[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에서 합계 133.48㎡

과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舊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청(공유재산) 자립실험실 사용계약에 앞서

’18. 4월 입주단체 사용료 산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층 단체의 경우 민간에서 통용

되는 주상복합건물 사용료 부과의 예를 준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이를 바탕으로

단체별 공용면적을 산정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즉, 청년청의 2〜4층 입주자들은 1〜4층의 공용공간을 모두 사용하지만, 1층 입주자

(임대사업자)들은 2〜4층 입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 2〜4층 공용공간을 사용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조례 규정과 다르게 1층의 공용면적 배분은 1〜4층 전체

입주자의 전용면적 대비 안분하고 2〜4층 공용공간은 2〜4층 입주자에 한정하여 전용

면적 대비 안분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용면적 배분방식은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청년청 전체 입주단체에 대하여 조례에 부합하는 방식의 건물면적(입주면적)

산출이 필요하다.

48)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49) ‘건축사사무소 B’에서 입주단체의 전용면적을 정확히 측정했다고 신뢰하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식에 따라 공용면적을 다시 산출함.



- 64 -

[입주단체 점유 건물면적 등 확인 결과]

(단위 : ㎡)

입주단체
확인결과 기존부과면적 등 차이(확인-기존 )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531.27 249.38 281.89 397.79 249.38 148.41 133.48 0 133.48

A단체 66.28 31.11 35.17 38.34 31.11 7.23 27.94 0 27.94

B단체 132.62 62.25 70.37 76.71 62.25 14.46 55.91 0 55.91

C단체 134.38 63.08 71.30 77.73 63.08 14.65 56.65 0 56.65

D단체 120.66 56.64 64.02 124.94 56.64 68.30 -4.28 0 -4.28

E단체 77.33 36.30 41.03 80.07 36.30 43.77 -2.74 0 -2.74

조치할 사항

청년청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 및 입주단체 점유

건물면적 등 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청년청의 입주단체별 건물면적(입주면적)을 다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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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물품 구매 및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내 용

서울특별시청년허브50)(이하 “청년허브”라 함.)는 ’12.12.14.～’18.10월 현재까지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

에 따라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가. 물품구입 절차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의 자산취득비51)에 따르면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하고,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Ⅶ 물품관리(2. 물품의

구입, 출납 및 보관)에 의하면 물품의 구매취득 시 구매의 필요성, 예산, 우선순위 등을 고려

하여 구매의사 결정을 하고 물품구매담당자는 물품구입의 내부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물품 구입 시 예산을 편성하여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품

구입의 내부결재를 득해야 하며,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년허브에서는 ’16.11월 물품구입에 대한 내부결재 없이 근무상황부시스템

을 구매하고, 이에 소요되는 물품대금 12,000천 원은 사업비(청년정책 홍보 및 아카이빙)

예산에서 무단 전용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의 자산취득비에 따르면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으며, 내구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50) 학교법인연세대학교에서수탁운영[협약일 : ’17.12.26.(기간 : ’18. 1. 1.～’20.12.31.), ’14.12.14.(기간 : ’14.12.14.～’17.12.13.)]
51)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자본지출] 17. 자산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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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년허브에서는 ’13년에 구입하여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 및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15년～’17년까지 노트북 12대를 아래 표와 같이 구입하였고, 내용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구형 노트북 25대 및 컴퓨터 5대를 미활용하고 창고에 방치하고

있었다.

[노트북 및 컴퓨터 구입 내역]

연번 품명 취득년도 개수 금액(천원) 내용연수 비고

1 총계 59 72,684

2 노트북 2013 36 40,989 6년

3 컴퓨터 2013 9 7,857 5년

4 노트북 2014 2 6,473 6년

5 노트북 2015 5 7,483 6년
신형 교체 목적으로

구입6 노트북 2016 5 7,345 6년

7 노트북 2017 2 2,537 6년

나. 물품 관리 부적정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1항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취득한 장비 등도 포함)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Ⅶ 물품관리 1.5. 물품관리자의 의무)에서도 물품

관리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물품관리 대장에 물품구입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면서

물품의 이동상황 정리와 현품의 수시 확인을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년허브의 물품대장과 실제물품을 확인한 결과 수기로 물품코드 및 취득일자

등을 작성하여 물품에 부착하였으나 관리대장과 물품코드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고,

’15년에 구입한 난방기 등 6개 물품은 분실되었으나 관리대장에는 사용 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물품관리가 허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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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품 현황]

연번 품명 취득일자 개수 금액(천원) 비고

1 난방기 2015-11-26 1 98,000

2 리더스캠 2015-12-17 1 120,000

3 미세먼지 측정기 2016-06-07 1 234,940

4 외장하드(1TB) 2013-06-27 1 137,000

5 외장하드
(500GB) 2013-01-29 1 101,277

6 전기보온포트 2013-02-23 1 75,280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관련 규정

에 따라 물품구입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주의),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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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내 용

가. 전형과정 부적정(합격기준 미준수)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 함.)에서는 직원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채용 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경력경쟁 또는 개방형으로 채용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17. 1.10. 및 ’17. 1.20. 각각 채용공고를 하고 서류심사 등을 거쳐 ’17. 2.13.

총 8명을 채용하였다.

청년허브의 ’17. 1.10. ‘내부 경력경쟁 채용계획(이하 “1차 채용계획”이라 함.)’에 따르면

청년허브에 재직 중인 계약직 및 업무위임계약, 파견직 등을 대상으로 총 10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서류접수마감일인 ’17. 1.17.까지 지원율이 저조하자 같은 날

서류접수마감일을 ’17. 1.19.까지 연장하면서 이때까지 최종 지원자를 대상으로

’17. 1.24.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17. 1.25.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하였

다.(최종 지원자 1명)

이어서 청년허브에서는 1차 채용이 진행중인 ’17. 1.20. “개방형 채용계획”(이하 “2차

채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면서 채용예정인원을 1차 채용계획과 동일하게 10명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공고하면서 합격기준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의 집계총계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최저점수 60점 미만은 탈락하는 것으로 하였다.(서류접수 ’17. 1.31.까지, ’17. 2. 7.

합격자 발표)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2차 채용계획과 공고52)에 의거하여 채용예정인원 10명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야 했다.

52) 인사혁신처 공정채용 가이드북(’18. 8.월) 12P “지원자가 준비할수 있게 미리 공고하고 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채용을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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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채용공고문의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인원 10명)]

모집분야 주요업무
채용기간
(고용형태)

인원

경영실

행정지원
기반조성

·인사, 회계, 계약, 규정관리
·성과관리, 대외협력
·청년활동 인프라 기반 기획 및 조성
·기타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

정규 3

기반조성 ·청년허브 공간 및 자산관리, 시설운영
계약

(계약일～’17.12.31.)
근무평가에따라재계약가능

1

기획실

기획실
·기획실 각부서 업무영역
아래)전체사업소개 참고

정규 4

민관협력파트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활동지원
계약(육아휴직대체)
(계약일～’17.12.25.)

1

민관협력파트
청년청

·청년청 공유공간 기획 및 운영
·청년활동 대내외 자원연계

계약
(계약일～’17.12.31.)
근무평가에따라재계약가능

1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청년허브에서는 2차 채용계획 및 공고 상 ‘경영실 - 행정지원 기반조성

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3명이었는데도 아래 표와 같이 1명만 합격 처리하면서

필기와 면접 평가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2순위자, 3순위자를 불합격 처리

하였고,

[청년허브 직원채용 필기, 면접 심사 결과(개방형, 2017.2.6.)]

모집분야
예정
인원

이름
심사위원 합계(4명)

최종
필기 면접 합계

경영실
행정지원
기반조성

3

갑 43.0 44.3 87.3 합격

을 40.3 42.0 82.3 불합격

병 37.3 38.5 75.8 불합격

기반조성 1 지원자 없음 - - - -

기획실

기획실 4

정 45.0 42.8 87.8 합격

무 42.0 44.3 86.3 합격

기 41.8 43.8 85.6 합격

경 41.5 43.3 84.8 합격

민관협력파트 2
신 36.3 36.5 72.8 합격

임 33.3 39.5 72.8 합격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심사위원 4명의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

전체 합격자 인원을, 1차 채용계획으로 지원한 내부직원 1명(아래 표 참조)을

포함하여 총 8명(경영실 – 기반조성 분야는 지원자 없음)으로 결정하였다.



- 70 -

[청년허브 직원채용 필기, 면접 심사 결과(내부경력경쟁, ’17. 1.24.)]

이름
심사위원 합계(3명)

최종
서류 필기 면접 합계

계 19.0 36.3 38.0 93.3 합격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심사위원 3명의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

이와 관련하여 청년허브에서는 1차 채용(내부경력경쟁)에서 이미 합격자 1명이

내정되었음에도 2차 채용공고에서 10명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한 것은 1차 채용으로

지원한 내부 직원 1명은 ’17. 1.24. 심사를 마쳐 합격으로 결정하였으나 최종 인사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진행 중인 2차 채용에 포함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차 채용공고에서 채용예정인원을 10명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1차 채용에서 합격 내정된 1명을 포함하더라도 총 9명(2차 채용에서 지원자가

없었던 경영실 - 기반조성 분야 1명 제외)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합격기준

(필기 및 면접 합계 60점 이상)을 통과한 응시자를 탈락시키고 총 8명만을 합격자로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나. 서류심사 집계 오류 및 심사 후 모집분야 임의 변경

청년허브에서는 ’18. 3. 2.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날 채용예정인원을 4명으로

하여 채용공고를 아래 표와 같이 하면서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와 협의 후 모집(지원)분야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다.

[’18. 3. 2. 채용공고문의 모집(지원)분야(채용인원 : 총4명)]

모집팀 직무내용 고용형태 인원

운영관리
조직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

·인사, 회계, 계약, 규정관리
·행정지침 제정 및 적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일～’19. 1.31.)
1

대외협력
청년활동생태계의
인프라 조성· 운영

·정보화 기반 시스템관리
·공간 대관 및 자산관리

정규 1

유스임팩트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

·청년단체및프로젝트에대한지원및연결
·심사, 연구, 자문, 커뮤니티,네트워킹기획

정규 1

공공플랫폼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공간 기획 및 운영
·온라인 플랫폼 기획 및 운영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일～’18.11.30.)
1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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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8. 3.13. 서류심사를 하고, 채용인원의 2~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지원자가 1명뿐인 운영관리팀을 제외하고, 공공플랫폼팀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원자 11명에 대하여 채용예정(1명) 4배수인 4순위까지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하였다.

[당초 공공플랫폼팀 서류전형 심사표(5순위까지)]

연번 이름
심 사 위 원

최고 최저 평균 순위 최종
A B C D E F

1 갑자 16 12 15 17 17 16 17 12 16.0 1 합격

2 을축 17 12 11 18 12 15 18 11 14.0 2 합격

3 병인 17 10 11 18 5 15 18 5 13.3 3 합격

4 정묘 18 10 10 17 10 12 18 10 12.3 4 합격

5 무진 12 12 11 12 12 16 16 11 12.0 5 불합격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무진”에 대해 평가한 심사위원 A와 D의

점수가 잘못 이기되었고, 이에 따라 원래 공동 3순위로 서류심사에 합격하였어야 하는

“무진”이 5순위로 불합격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정정 후 공공플랫폼팀 서류전형 심사표(5순위까지)]

연번 이름
심 사 위 원

최고 최저 평균 순위 최종
A B C D E F

1 갑자 16 12 15 17 17 16 17 12 16.0 1 합격

2 을축 17 12 11 18 12 15 18 11 14.0 2 합격

3 병인 17 10 11 18 5 15 18 5 13.3 3 합격

4 정묘 18 10 10 17 10 12 18 10 12.3 5 불합격

5 무진 16 12 11 13 12 16 16 11 13.3 3 합격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직원 채용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과 공고내용에

부합하게 처리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

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담당자 1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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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자율근무제 시행에 따른 복무관리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내 용

서울특별시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 함.)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17.10.27. 서울

혁신파크유니온53) 청년허브지부와 단체 협약(이하 “단체 협약서”라 함.)으로 ’18. 2월부터

자율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허브의 단체 협약서 제8조에서는 ‘센터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14시부터 조합원

및 직원이 근무지를 자율적으로 이동해서 근무하는 자율근무제(재택근무 포함)를 실시하고,

이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이하 “市”라 함.)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학교”라 함.)간 서울

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54)(이하 “협약서”라 함.) 제6조에 따르면 수탁

기관인 연세대학교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제8조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및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허브에서는 자율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복무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자율근무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복무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년허브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18. 2월～ 8월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60명을 대상으로 자율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시행방법으로는 자율근무 하루 전 16시까지

‘자율근무 신청 및 근무계획서’(이하 “자율근무 신청서”라 함.) 양식에 의거 자율근무를 신청

하고 자율근무일 14시 퇴근 시 퇴근카드를 태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자율근무

신청서에는 근무 장소를 기재하는 부분이 없고 근무 후에는 복무관리에 필요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지 아니하는 등 복무관리의 허술함이 확인되었다.

53) ’16.11.21.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해 있는 서울혁신센터지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지부, 서울시청년허브
연합으로 결성된 노동조합

54) 협약일 : ’17.12.26.(기간 : ’18. 1. 1.～’20.12.31.), ’14.12.14.(기간 : ’14.12.14.～’17.12.13.)



- 73 -

[자율근무제 실시 현황(2018년)]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60명 11명 14명 14명 7명 3명 4명 7명

 자료 : 청년허브 제출자료 재구성

[서식]

자율근무 신청 / 근무계획서

근무일자

팀명/이름

근무시간(시/분~시/분)

업무계획 내용

기타사항

1. 자율근무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4시 이후 자율근무(재택근무포함)

2. 자율근무는 19시까지 가능합니다.(근무유형에 따라 18시)

3. 방법 : 근무 하루 전(16시)까지 해당 팀장에 결재완료 후 시행합니다.

퇴근 시 퇴근카드 태그 부탁드립니다.(근무 후 추가제출 자료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자율근무 신청 및 근무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편,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市에서는 유연근무제 중 재택근무제의 경우 출장 등 재택

이외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재택 이외의

장소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나 사적 사유에 의해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 이탈시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은 ‘자율근무 신청 및 근무계획서’ 상에 근무 장소를 포함하고

근무 후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자율근무에 따른 복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