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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우리시 출연기관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찾아 시정 개선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및 사회공익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총 4개 기관

-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

m 감사기간: 2020. 6. 17.(수) ~ 2020. 7. 17.(금)

m 감사인원: 공공감사1팀장 등 11명

- 공익감사단 4명(회계사2, 노무사1, 복지사1), ※외부전문가 1명(문화예술) 별도

m 감사범위: ’17. 1. 1.부터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태

3. 감사중점

m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 여부 점검

m 기관 주요 현안사업, 언론 비판 보도 사항 등 내․외부 이슈

m 市 수탁사업 추진 시 인력, 재산관리 등 예산 낭비요인 발생여부 점검

m 불필요한 위탁, 보여주기식 실적쌓기 사업 추진실태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총건수1)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회수) 감 액 기 타

12 7 0 0 0 1 0 0 1 3 0 0 6 1 1
(0) (0) (0) (0) (0) (0) (7) 0 0

1) 현지조치 10건은 총 건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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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 평

 이번 감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찾아 시정 개선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및 사회공익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2020. 6. 17.부터 7. 17.까지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교향악단 단원의 임금, 성과급 등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단원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재물조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는 등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측면이 문제되어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서울시복지재단)

○ 2002년 설립된 상암 DMC홍보관이 1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DMC 홍보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음

(서울산업진흥원)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감기관 및 서울시

주관부서와 소통 및 감사 사례 교육을 통하여 서울시 출연기관

으로서의 설립목적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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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내용 비고

1

단원평가 미흡 및 정년 규정 등

개선 필요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의요구

통 보

기관장경고

기관경고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단원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단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단원의 성과급 등 연봉에 반영하는
방안 및 교향악단 단원들의 정년규정을
제정하는 방안 강구⇒ 교향악단 단원
상시평가와 관련하여서울시향발전협의회
(‘20.10.~11.)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
교향악단 단원 정년 도입은 노동조합과 협의
중에 있음

(기관장경고 및 기관경고)

조치중

2
물품 및 악기관리 업무 소홀

(서울시립교향악단)

시 정

주의요구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물품 재물조사를 즉시
실시 ⇒물품(’21.3.22.~4.16.) 및 악기
(’21.3.22.~4.9.) 재물조사 실시완료,
관련자 4명 주의 조치(’21.4.19.)

○악기 반출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 철저 및 물품 재물조사와 악기
반출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주의 촉구⇒
악기무단반출 단원 3명 주의조치(’21.4.19.),
SNS 공지등단원들에게교육실시(’21.3.29.)

완료

3

노사 단체협약 불합리한 사항

개선

(서울시립교향악단)

통 보

○노사 단체협약서 내용 중 제37조, 제39조,
제49조 등과 같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1년 노사 단체협약 체결
시 개선사항을 반영 예정(’21.9월 예정)

조치중

4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 철저

(서울시복지재단)

주의요구

통 보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사례관리기관
모니터링(평가) 결과를 기관별로 통보하여
자체 개선방안 수립에 반영⇒모니터링 후
평가결과를 기관별 통보(’20.11.30)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점검 및 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20.9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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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6건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내용 비고

○재단 통장사업 운영위원회의 적립금 지급
심의·의결 시 심의자료 보완 및 정책방향 자문
등 심의·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강구⇒운영위원회 역할강화 내용 포함
2021년 사업방침을 수립, 운영위원회 월2회
개최 통장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실시

5

DMC 홍보관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경제정책실, 서울산업진흥원)

통 보

<경제정책실>
○ DMC 홍보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DMC 홍보관 관리·운영 철저⇒홍보관 부지
중장기 활용방안 수립 학술용역 추진 중
(’21.4.1. 계획 수립), ’22년 용역 완료 후
중장기 활용방안 마련 예정

조치중

통 보

<서울산업진흥원>
○ DMC 홍보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경제정책실)와 협의하여
DMC 홍보관 관리·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 DMC홍보관 관리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 ’21.5.4. 이행완료 예정

조치중

6

하이서울브랜드 지정기업 모집

및 관리업무 개선

(서울산업진흥원)

통 보

○하이서울브랜드 지정 사업 추진 시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들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하이서울브랜드의 질적 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지정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강구
⇒운영요령 신규개정, 공개모집으로 모집방법
일원화(’20.9월 공개모집 75개사 신규 인증)
및 지정기간 3년으로 연장평가 제도 도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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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단원 평가 미흡 및 정년 규정 등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서울시립교향악단

내 용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라 한다)은 교향악단 활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서울의 음악적인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림을 목적으로 2005.6.1.설립(정관 제2조)되었다.

서울시향의 조직은 경영본부와 교향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향악단의

음악(예술)감독은 음악감독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제청하여 사장이

임명하고, 음악감독은 공연 지휘 및 기획 총괄, 단원채용 및 평가, 기타 교향악단의

예술적 발전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관 제16조).

1. 교향악단 단원 평가 및 관련규정 개정 미흡

서울시향 「운영규정(2019.10.17.)」 제21조(직무대리), 제69조(평가원칙)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직원이 결원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단원평가에 관하여 상시평가 및

실기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음악감독 공석 시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규정」 제72조(평가결과와 보수) 및 제73조(일반단원의 평가결과와

재계약), 제74조(직책단원의 평가결과와 재계약) 및 제76조(실기평가), 단원평가내규

제3조(평가결과의 적용범위 및 활용)」에 따라 단원평가 결과는 임금, 성과급 결정 및

계약 갱신 등 제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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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시향에서는 「운영규정」 및 「단원평가내규」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단원평가를 실시하여 임금, 성과급 등 인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음악감독의

공석(2016.1월~2019.12월까지) 기간 동안은 「운영규정」에 따라 부지휘자 등 다른

직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여 평가를 진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향은 음악감독의 공석 기간 동안 아무런 근거 없이 단원들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여 왔으며, 단원평가 결과를 연봉 및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지급근거 없이 내부결재로 아래 [표 1]과 같이 전 단원에 동률 적용하여

보수를 인상(2015년 ~ 2018년)하였다.

한편 서울시향은 단원 외 직원(경영본부직원, 공무직, 악기·악보 위원 등)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보수결정에 있어 단원과 단원 외 직원 간 차별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표 1] 단원의 임금인상률 적용(2015~2018)

또한 2013년 서울시향은 단원에 대해 상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오디션으로

대체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오디션 결과에 따라 실기평가를 실시, 여기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단원 2명에게 2014.6.30.자로 계약 종료 통보하였고, 이에 해당 단원

2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바 있었으며,

노동위원회와 1심, 2심 행정법원2)에서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결하여 단원 2명은

2) 1심 판단요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기간제법 시행된 2007. 7. 1.이 경과한 2008. 6.경 계약기간을 2008. 7. 1.부터 2010. 6. 31.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속 근무하여 2008. 7. 1.로부터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2010. 7. 1.부터

대 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서울시 통보
기본급 

3.8%

기본급 

3.0%
연봉 3.5% 2.6% 총인건비 예산 내

예술단원
기본급 

3.8%

기본급 

3.0%
연봉 3.5% 4.0% 전 단원 동률 적용

예술단원 외 

직원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임금협약)

평가결과

(임금협약)

‘17년부터 노사합의 후 예산 내 

개별 연봉인상(총인건비-단원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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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직하였고,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상시평가가 아닌 임의의 오디션 및 이에 다른

실기평가만으로 추진한 단원평가는 운영규정 등이 정한 단원평가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서울시향은 단원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이상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 잘못된 평가방법이나 관련 규정을 바로잡고 평가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후에는 아예 평가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옴으로써 직원들의 성과와

근무태도를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기관 및 기관장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향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아3)로 개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고자 2018년 교향악단과 경영본부의 임금체계 및

인사평가 제도 개선방안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단체교섭 시

「노사합의서(2019.9.24.)」에서 단원평가방안에 대하여 양자 간에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시향의 주장과는 달리 2020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기간제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음. 따라서 단원평가 결과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어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서울시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상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오디션으로 대체하였으며, 오디션 결과에
따라 실기평가만 실시한 다음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단원에 대해 해고를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단원평가는 운영규정 등이 정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해고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서울시향이 마련한 평가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나 평가자가 그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였는지 여부는 살필 필요도 없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727, 2015.11.12. 선고)”

2심 판단요지

“① 원고는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상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오디션으로 대체한 다음, 오디션 결과에
따라 L1, L2 등급을 받은 단원들을 상대로 실기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원고의 운영규정 제73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3. 11. 참가인들에게 보낸 ‘단원평가 결과 통지서’에는 ‘운영규정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 계약갱신을 위한 실기평가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2014. 1. 20. 참가인들에게
보낸 ‘2013 단원 재평가 결과 통지서’에도 ‘귀하는 운영규정 제73조, 제74조에 의거 계약갱신을 위한 실기평가에서
불합격 하셨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기간은 2014. 6. 30.자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운영규정 제76조 제1항에서는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 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오디션 결과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실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예술감독이 참가인들이 단원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기평가를 지시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운영규정 제73조 및 제76조 제1항을 근거로 실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뿐, 이와 달리 운영규정 제
76조 제2항을 근거로 그 규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실기평가를 실시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서울고법
2015누68781, 2016.7.6. 선고)”

3) 서울시향 노사합의서 제38조(인사평가) 제1항에 인사제도 확립을 위하여 고과문항 개편 시 사전에 노사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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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향악단 단원 해촉 규정 및 정년 규정 등 개선 필요

교향악단 단원은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운영규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재계약 및 실기평가 불합격 단원 해촉 규정 등은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는 근로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운영규정」제14조에서 경영본부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는 등

단원 외 직원의 경우 정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향악단 단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4)

한편 서울시향과 그 성격이 유사한 KBS 교향악단 및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사례를 보면 두 기관 모두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는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정년

및 정년의 적용시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년의 적용시기를 규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관은 2018년 12월 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시정요구5) 하였으나

서울시향은 감사일 현재까지 정규직인 단원의 정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6)

따라서 서울시향은 정규직 직원에 해당하는 교향악단 단원에 부합하고, 단원 외

직원과의 차별적 제도 운영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규정 개정(단원평가,

정년제도 등)이 필요하다.

4) 공무직 관리 운영내규 제33조(정년)
계속하여 고용되는 공무직의 정년은 만 58세가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한다. 다만 청소 등 고령자 적합업무는
정년이후 준공무직으로 고용형태를 유지하여 만 65세가 도달하는 해의 말일로 한다.

운영규정 부칙 제2조(시행조치)
악기·악보위원의 정년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만 60세가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한다.

5) 출자·출연 기관의 정년 적용시기에 관한 안내 및 시정요구(공기업담당관-10224(2018.8.31.))

6) 단원 99명 중 지방공무원 정년 기준인 만 60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단원은 아래 [표 2]와 같이 5명임.

[표 2] 단원의 연령별 분포(2020.7월 현재)

계 계 40세 이하 41~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6~70세 70대 이상

인원(명) 99 49 34 5 6 3 1 1

비율 49.5% 34.3% 5.1% 6.1%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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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시향에서는 그 동안 단원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재단의 예술적

역할을 책임지는 음악감독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음악감독의 장기 공석이 발생하여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신임 음악감독이 취임하고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노사정, 시의회 및 문화예술, 노무, 법률 외부전문가 위원 등 구성)가

출범(2020.10.14.) 함에 따라 단원채용 및 평가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재단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단원 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원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및 성과급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정규직 단원들에게 운영규정 제73조~제76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결과 계약기간을 1~3년으로 하거나, 그리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해촉한다는

조항’은 적용할 수 없으며, 단원의 재계약 및 해촉은 노조와 단원 전체의 동의절차

없이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운영규정」 제21조 및 제69조에 따라 음악감독의 공석 시에도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단원에 대해 평가토록 할 수 있었음에도

2015년 이후 한 번도 단원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원들의 성과나 근무태도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기관 및 기관장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2017년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시향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미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 단원 퇴출제도7)를 지적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상시평가의 실시

및 정년퇴직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2017.9.7.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단원인사제도 개선안을 별도 논의기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8)한다고 합의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20.7월 감사일 현재까지

7) 2013년 단원에 대한 상시평가 없이 오디션으로 대체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오디션 결과에 따라 실기평가를 실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단원 2명에 대해 2014.6.30.일자 해고 통보

8) 2017.9.7. 서울시향 단체협약서 제38조(인사평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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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논의기구 조차 만들어지지 않았고,

단원의 평가제도 개선 및 정년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임금체계 및

인사평가제도 개선방안 수립용역」이 2018.12.27. 시행하여 2019년 5월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도 평가제도 개선 및 정년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감사 이후 2020.10.14.에야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노조와의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시향의 주장과 같이 정규직 단원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해촉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유사한 조직인 A교향악단의 경우, 2년 평균 상시평가 70점

미만의 단원의 경우 실기평가를 실시하여 불합격 시 단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등 징계를 하고 있고,

B오케스트라의 경우 1년 마다 상시평가를 하여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연주 참여를 제한하는 등 교향악단 단원의 기본적인 연주실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원 평가를 활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영규정」에 따른 해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원의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운영규정 등의 개정 전반을 게을리 한 행위는 대표이사에게 부여한 인사경영권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서울시향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향은 2020년 취임한 새로운 음악감독 체제 아래 단원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노사합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운영규정 개정(단원평가, 정년제도 등)을 통해 단원 및 단원 외

직원과의 차별적 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① 향후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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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단원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단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술단원과 단원 외 직원(경영본부직원, 공무직, 악기·악보위원 등)간 보수결정 및

정년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평가결과를 단원의 성과급 등

연봉에 반영하는 방안 및 정규직인 교향악단 단원들의 정년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③ 「운영규정」 및 「단원평가내규」에서 정한 교향악단 단원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직원들의 성과와 근무태도를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기관장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합니다. (기관장경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은

④ 교향악단에 대한 단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단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및 정년 규정

마련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합니다.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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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물품 및 악기관리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서울시립교향악단

내 용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서울의 음악적인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필요 물품 및 악기를 구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악기는 아래

[표 4]와 같이 현악기를 포함하여 총 974개, 금1,606,683천 원의 악기를

보유하고 있다.

[표 3] 2017년 재물조사 결과
(단위: 개, 원)

구   분
조사 대상 자산 활용 자산 불용 자산

수량 취득가액 수량 취득가액 수량 취득가액

합   계 783 360,567,409 748 322,005,136 35 38,562,273

가   구 597 152,836,224 595 152,369,628 2 466,596

전자기기 111 189,691,578 91 155,602,837 20 34,088,741

소프트웨어 75 18,039,607 62 14,032,671 13 4,006,936

※ 출처: 서울시립교향악단 제출자료 재구성(악기 제외)

[표 4] 악기관리 현황(’20.7월 현재)
(단위: 개, 천 원)

계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974 1,606,683 11 333,898 66 174,979 14 138,282

타악기 건반악기 기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59 367,990 9 244,761 615 34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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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서울시립교향악단 「물품 관리규정」 제8조(물품관리자의 의무), 제10조(장부의

비치 및 제36조(정기재물조사)에 따르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물품관리카드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업무전산화에 따른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음), 매사업연도 3월 31일 현재로 법인의 모든 물품의

실제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 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향에서는 2017년 재물조사(시향 경영관리팀-2306호,

2017.6.23.) 후 2020.7월 감사 시까지 3년 동안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재물조사를 마지막으로 실시한 2017년 당시에도 [표 3]과 같이 악기를 제외한

가구,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물품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며,

악기에 대한 실사는 2015년(경영관리팀-2717호, 2015.12.11.) 이후 2020년

7월 까지 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악기에 대한 현장 실사(2020.7.15~17)를 진행한

결과, 아래 [사진 1]과 같이 4층 챔버 연습실에 보관중인 마림바(타악기) 및

첼레스타(건반악기, 개인연습실)는 취득일 및 취득가격 등 악기 상세 내역이

악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채9) 현장에 보관 중에 있었다.

[사진 1] 대장 미등록 악기(2점)

마림바(4층 챔버연습실 보관중) 첼레스타(5층 개인연습실 보관중)

9) 2005년 6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명칭 변경 독립하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리 이관된 것으로 추정되나 관
리이관 내역 및 악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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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기 반출입 업무 소홀

서울시향에서는 「악기대여내규」 제3조(악기책임자 지정)에 따라 악기를

직접 운영 관리하는 악기감독(악기전문위원 2인)을 두어 악기 반출입에 관한

업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2조에 따라 서울시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용악기의 반출 시에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향의 「단원복무내규」 제14조(악기)에 따라 “단원은 개인악기

및 공용악기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며, 공용악기를 법인의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악기 반출 시 「악기대여내규」 제6조 (악기반출)에

의거 별지3호 서식 반출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 악기감독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반출된 악기의 반납 시에도 제7조(악기반납)에 의거 악기감독이 악기

상태 확인 후 별지4호 서식 반납 인수인계 확인서에 의거 인수인계하여야

함에도,

감사기간 중 악기에 대한 현장 실사(2020.7.15~17)를 진행한 결과, 베이스

트럼본 등 아래 6점의 악기에 대해 반출입 대장 기재 또는 악기 반출 인수인계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반출입을 담당하는 악기 감독은 악기 반출입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해당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 3명이 보관하는 등 악기에 대한 반출입 관리가

소홀하였다.

[표 5] 반출입 승인 없이 연주자 보관중인 악기 목록

(단위: 천 원)

연번 물품번호 악기명 취득일 취득가격 보관 연주자 반출입 
승인여부

244 1330801
베이스트럼본

2008.05.08. 12,186

을

미승인

301 1331109 2011.10.25. 7,580

315 1331301
콘트라베이스

트럼본
2013.01.15. 15,994

262 1250801
오보에-

잉글리쉬 호른
2008.12.29. 14,465

병
310 1221204 오보에-다모레 2012.05.31. 10,829

314 1231208
클라리넷-
바세트 혼

2012.11.28. 10,10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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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서울시향에서는 재물조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악기를 포함한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며, 반출입과

관련하여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재 후 반출토록 하는 등 악기 반출입 현황을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①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물품 재물조사를 즉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악기 반출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물품재물조사 및 악기 반출입 업무(악기 반출입 담당, 공용악기 무단반출 단원)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업무 관련자 7명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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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노사 단체협약 불합리한 사항 개선

관 계 기 관 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지원본부)

내 용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라 한다)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 법률 제12조에서 제15조의2에서 규정하는 인사경영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지도지침(2008.11.)」에서 “판례나

행정해석상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규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인사·경영권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내용은 갱신과정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징계위원회에 참관 또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일부가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 의결권을 사측이 행사할 수 없도록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등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인사·경영권과 같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례10)이며,

10)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노사는 입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됨.(대법원 2011두
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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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한 단체협약 해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제32조 제3항) 외에는 단체협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할 수 없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노조법 제92조)되는 등,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개선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향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과 소규모 조직, 재무 건전성 문제, 복잡한 의사결정구조,

법률자문가의 의견, 단체협약 개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균형 있는

교섭을 위해 노력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향은 2019년도 단체협약 시 노동조합의 합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참여, 채용계획 수립 시 노조와 합의토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실시한 법무법인A의 법률자문(2019.8.14.) 결과를 보면

아래 [표 6]과 같이 단체협약 제39조 채용 관련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채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기술하는 등 대부분 “수용불가”11)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서울시향은 법률자문 결과와 달리 노조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일상적인

인사관리를 어렵게 만들었고, 경영권이 침해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후에도 위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표 6] 서울시향 단체협약 인사경영권 조항 분석

11) 법무법인에서는 위법적 교섭 사항이라는 취지보다는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지적 및 재단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수용불가” 의견을 제시하였음.

조항

2017년 2019년

수준 수준 협약서 개정사항 노조 요구안 법무법인 
의견

제37조

인사위원회
정보공유 합 의 노조 요구안 수용

-노사동수 인사위원회 조합 동의

-재단의 이사회 및 모든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관

수용

불가

제49조

징계절차
정보공유 합 의 노조 요구안 수용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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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시향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노조 측과 협의를 위해

서울시향 지회(2020.6.26.) 및 단체협약 협상 주체인 B측에 회의요청 공문을

발송(2020.7.6.)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노조 측이 단체협약 종료 기간까지 협약 내용에

대해 다시 협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재협상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단체협약 갱신 시기인 2021년 9월까지 서울시 등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원만한 노사 협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며 단체협약서 재협상 시

인사·경영권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울시향에서는 2020년 11월 현재 상기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로 재단의

인사·경영권 행사가 제약되거나 재단의 운영에 불공정 내지 비효율을 초래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단체협약 제37조 노사동수의 인사위원회 구성의 경우를 보면 노조가

추천한 외부위원이 전원 변호사여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심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단체협약 제37조 노사동수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은 외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아닌 노사동수의 인원 구성에 따라 최종 인사·경영권을 사측에서 행사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교향악단의 주장은 해당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 있다.

또한 서울시향은 교향악단이라는 수십 명의 예술가들이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어야

최상의 공연 성과를 발현할 수 있는 조직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에 의한

조항

2017년 2019년

수준 수준 협약서 개정사항 노조 요구안 법무법인 
의견

제39조

채용
협 의 합 의 노조 요구안 수용

-정규직 채용원칙, 채용관련 조합과 합의시행

-신규입사자 노동조건 기존 노동자와 동일적용

-음악감독, 부지휘자, 공인기획자문, 상임작곡가의  

공개채용 예외 허용 및 조합 합의

-부지휘자, 공연기획자문, 상임작곡가 채용 및 

재계약 노동조합 동의

-경영본부 직원 채용시 노동조합 추천위원 구성

수용

불가

비정규직 사용 

노조 동의
조항없음 합 의

정규직 채용원칙으로 

개정하여 비정규직 

사용 불가

-정규직 채용원칙, 채용 조합과 합의시행
수용

불가



- 19 -

유연한 경영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발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향악단 경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유사 기관인 C교향악단 및

D오케스트라의 노사 단체협약 사례에서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노사동수 참여 및

채용과 관련하여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단체협약 제37조(인사위원회12)), 제39조(채용), 제49조(징계절차)를 보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서울시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서울시향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사 단체협약서 내용 중 제37조

(인사위원회), 제39조(채용), 제49조(징계절차) 등과 같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2) 제39회(2019.11.13.) 인사위원회부터 2020.12월 현재까지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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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 철저

관 계 기 관 서울시복지재단

내 용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창업·교육·결혼자금 등

생산적 목적의 저축에 일정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자립도모 및 탈 빈곤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을 추진하고 있다.

[표 7]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개요
(2020.7월 기준)

구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저축중인원 5,748명 1,758명

2020 선발인원 3,000명 500명

대  상
본인소득 220만원 이하,  

부양가족 중위소득 80% 이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소득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만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시민 

저축액/기간 10․15만원 / 2․3년 5․7․10․12만원 / 3․ 5년

저축목적 교육 ․주거․창업․결혼자금 자녀 교육비

재원부담목표 서울시 예산  및 민간후원금 10억(정액)

매칭비율 1 : 1 기초생활수급자 1 : 1, 비수급자 1 : 0.5

쳬계도

모집계획 수립
(서울시)

➠
참가자 모집
(자치구)

➠
사례관리

(복지재단‧사례관리기관)

➠

매칭금 지원
(복지재단)

‧자치구별모집규모신청
‧ 모집계획 수립

‧ 모집공고
(주민센터 신청 접수)

‧ 심사 및 선발
(서류 및 면접)

‧ 약정 체결(복지재단)
‧ 저축관리(매월 25일)
‧ 금융‧재무컨설팅 등

‧ 증빙서류 접수
‧ 심사후매칭금지원

청년통장 선발 및 적립금 지급절차

모집공고 및
참가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자산조사 ⇨ 최종

합격자발표 ⇨ 약정체결 ⇨

통장개설
저축시작 ⇨ 저축관리,

매칭적립 ⇨ 사례관리 및
지원프로그램 제공 ⇨ 만기 적립금 지급

신청 및 심사 ⇨ 적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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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모집연도 A. 출연금 B. 기부금(후원금) 예산총액
(A+B) 집행예산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7 2,213,174 1,475,448 3,688,622 3,282,665

2018 3,381,838 2,328,948 5,710,786 5,227,635

2019 5,798,778 1,449,695 7,248,473 6,921,286

총 계 11,393,790 5,254,091 16,647,881 15,431,586

꿈나래통장

2017 383,283 2,233,485 2,616,768 2,387,175

2018 917,000 879,477 1,796,477 1,554,410

2019 1,102,612 275,653 1,378,265 1,153,730

총 계 2,402,895 3,388,615 5,791,510 5,095,315

[표 9]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꿈나래통장 누적현황

사업명 모집연도 모집인원 신청인원 경쟁률 약정인원 누적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7 1,100 4,227 4.2:1 1,097 3,113

2018 2,000 14,099 7.0:1 1,975 5,088

2019 3,000 15,542 5.2:1 2,973 8,061

꿈나래통장

2017 500 1,164 2.2:1 471 18,219

2018 500 1,312 2.6:1 481 18,700

2019 500 2,075 2.6:1 493 19,193

1.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사례관리기관 모니터링업무 개선 필요

재단에서는 매년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사례관리기관 (31개소13))에

대하여 사업운영 추진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운영 및 회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매년 모니터링 후 평가결과에 대하여 우수기관은 포상을

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사례관리 기관별로 통보하고 부족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자체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등 피드백이 없어,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이

다음연도 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3) 31개 기관(종합복지관 27, 자활지원센터 2, 노인복지센터 1, 사회적협동조합 1) / 자치구별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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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단은 사례관리기관 평가결과를 피평가 기관인 사례관리기관과

공유하여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장사업 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8조(역할), 제24조(적립금지원), 제25조

(만기약정 해지에 따른 적립액 지급)에 따르면 통장사업 운영위원회는 적립액 지급신청

안건 심의 및 의결, 사업 참가 자격기준 적격 심의, 사례관리기관 심사결과 만기

매칭지원금(또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미충족자에 대해 재심의를 통한 최종 지급여부

의결, 기타 통장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재단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통장사업 참가자에 대한 만기적립금 시 재단 통장사업 운영위원회(매월 2회

개최) 심의·의결 후 통장사업 참가자에게 적립금(본인적립금·매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 통장사업 운영위원회의 적립금 지급 심의·의결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적립금 지급 신청 시 접수한 자료의 적격여부는 1차로

사례관리기관 담당자가 확인하고 2차로 재단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으며,

매월 2회(2020년 총 25회, 참석 연인원 145명, 소요예산 12,350천 원) 개최하는

통장사업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례관리기관 업무담당자 및 재단 업무담당자가 확인 후

제출한 자료(필수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를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참가자 사례 및 정책검토를 통한 심의·의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영위원회 방식을 실질적인 내용 검토를 통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통장사업운영위원회 적립금 지급 심의ㆍ의결 사항

·안건 자료(통장 적립금 지급신청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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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재단에서는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사례관리기관 모니터링(평가) 업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리기관 모니터링은

사업운영 추진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종료 후 기관별 관리자, 담당자와

논의를 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나 보다 공식적인 피드백으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도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적극 개선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장사업 운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운영지침(2020.5.15. 개정)」을 근거로 제8조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역할을 하고 있고,

통장사업 운영위원회의 적립금 지급 시 요약자료에 따른 적립금 지급 등 적절성

심의 외에도 참가자 및 사례의 다양성으로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는 통장사업 정책방향 등 전략적 자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사례관리기관 모니터링(평가)을 실시한 결과를

기관별로 통보하여 자체 개선방안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주의)

② 아울러 재단 통장사업 운영위원회의 적립금 지급 심의·의결 시 심의자료 보완 및

정책방향 자문 등, 심의·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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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DMC 홍보관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관 계 기 관 경제정책실

서울산업진흥원

내 용

서울특별시(경제정책실)는 2000년부터 추진한 디지털미디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암 DMC14)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조성 초기에 사업 홍보를 통한

용지공급 및 대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2002년에 DMC단지 내(D4필지)

홍보관(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매년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라 한다.)과 DMC단지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조(관리책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SBA와 경제정책실은 DMC 홍보관의 목적달성도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실익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DMC 홍보관 운영의 지속여부 및 운영방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DMC 홍보관은 2002년 10월 가설건축물 준공 후 18년이 경과하였으며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홍보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운영예산은 1,812백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DMC 홍보관은 사업초기 DMC 사업에 대한 대시민 인지도 향상(홍보) 및

DMC 용지공급(매각)을 위한 투자자 대상 사업홍보와 분양 안내장소 등의 목적으로

설립·운영하였으나, 사업 초기단계를 넘어 사업 완료 단계(52필지 중 49필지 매각)에

접어들면서 현재는 DMC 조성 역사를 홍보하는 등의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다.

14) Digital Media City :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2000.4월 조성계획 발표(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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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 DMC 용지 공급 개요

- 공급방향: 시장상황에 따른 단계적 분양, 중점유치→권장유치→일반유치 순으로 매각 추진

(당초 2008년까지 매각완료 추진)

▹ 공급실적 : 52필지 중 49필지 매각 (290,866㎡), 미공급 3필지 44,489㎡

▹ 시기별 공급현황 (18년간 전체 공급면적의 86.7%)

연도 2002 2005 201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급면적
(㎡)

3,925
(1.2%)

22,607
(6.7%)

9,975
(3.0)

16,945
(5%)

- - - -
2,055
(0.6%)

공급누계
(㎡)

3,925
(1.2%)

129,938
(38.7%)

233,386
(69.5%)

288,811
(86%)

- - - -
290,866
(86.7%)

DMC 홍보관의 방문 현황을 보면 아래 [표 10]과 같이 2017년 24,232명,

2018년 33,849명, 2019년 21,989명이고 2020년 감사일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관 및 공간 재정비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DMC 홍보관은 총 면적 1,715㎡ 중 전시공간은 1,286㎡로 동시에 100명 이상

입장이 어려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설명회 등 개최도 불가능하여 사업설명회

참여인원은 2017년 667명, 2018년 750명, 2019년 375명에 불과하며,

일반관람 시민들에게 DMC 조성 역사 등을 단순히 홍보하고 있음에도 DMC

홍보관 운영 및 시설관리 예산이 매년 4∼5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음을 볼 때,

향후에도 중장기적 활용 계획에 대한 대비 없이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DMC

홍보관의 입지나 토지 규모(대지 2,874.2㎡)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DMC 홍보관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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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DMC 홍보관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연도
방문객 비 고(개인-단체 방문객 구분)

개 인
단 체

내국인 외국인 소 계 일반관람 사업설명

2017년 21,849 2,383 24,232 8,604 14,961 667

2018년 31,466 2,383 33,849 14,357 18,742 750

2019년 19,096 2,893 21,989 8,179 13,435 375

관계기관 의견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는 2017년 ‘DMC 2단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DMC 홍보관의 중장기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연구결과 단기적 리모델링과

장기적 복합시설 신축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수색역 포함 랜드마크 개발을 고려한

미래 수요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랜드마크 부지

활용방안(매각 또는 정부 8·4 부동산 대책 등과 연계)에 대하여 전문가그룹의 자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고,

※ DMC 홍보관 부지 활용 지침(안)15)

 ○ 상징성 : DMC 진입부로서 건축적으로도 랜드마크형 환경 친화적 건축물의 도입을 통해 
DMC 상징성을 강화하여 DMC 이미지 제고 및 장소성 극대화

 ○ 연계성 : 공간 및 시설 계획과 프로그램·콘텐츠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실행
 ○ 주요시설·기능 : DMC의 과거와 조성과정 등을 기념할 수 있는 DMC역사·기념관을 유치하여 

상징성을 부각하고 M&E(Media & Entertainment) 산업 지원 기능 도입
 ○ 미래수요 대응 : 미래 수요에 대응하여 시설 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계획을 실시

따라서 DMC 홍보관의 경우에는 랜드마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이용계획 연계방안과 수색역 역세권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SBA에서는 DMC 홍보관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나 DMC 홍보관은 가설건축물로서 정기적으로 관할구청의 가설건축물

15) ‘DMC 2단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발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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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된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로만 활용이

가능하여, SBA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미디어 산업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활용’을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입주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민 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지 활용방안 및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서울시 정책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DMC 홍보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DMC 홍보관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통보)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DMC 홍보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경제정책실)와 협의하여

DMC 홍보관 관리·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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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하이서울브랜드 지정기업 모집 및 관리업무 개선

관 계 기 관 서울산업진흥원

내 용

서울산업진흥원16)(이하 “SBA”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Hi
Seoul브랜드 사업에 참여할 신규 기업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하이서울브랜드 정의 및 기능

- 정 의: 하이서울브랜드는 서울시와 SBA가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 기 능

• ‘Seoul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자금력 부족 등으로 브랜드 파워 형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체 브랜드 성장 견인 효과 제공

• 하이서울브랜드는 세계 10대 도시인 ‘Seoul의 브랜드 파워를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신인도 제고 및 제품(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기능을 제공

「하이서울브랜드사업 운영요령」 제9조(모집공고) 및 제25조(협약평가)에 의하면,

SBA는 매년 2월 이전 하이서울브랜드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이서울브랜드기업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방법으로는 “1. 공개 모집”, “2. SBA 내부 부서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협·단체

등의 추천을 통한 모집”, “3. SBA 내부 부서 또는 협력기관과의 공동사업 진행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자동 부여”하는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16) 서울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에 설립목적이 있다.(정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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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정기업은 브랜드 사용실적, 기업 경영실적, 사업 참여도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매년 6월말까지 받은 후 종합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유지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해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BA에서는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에 공고하여 사업

신청 자격, 참가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서울소재 중소기업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정부/지자체/공공기관/협·단체 및 내부부서 등의 추천을 통한 모집의 경우에는 공고를

통한 홍보 없이 일부 협회에만 공문 및 담당자 e-메일로 기업모집 안내문을 발송하여

참가기업 추천을 받고 있다.

또한 2018년(4회), 2019년(1회)에는 모두 추천을 통한 모집만 실시하여

하이서울브랜드에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우수 중소기업들이 모집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향후에는 하이서울브랜드기업 모집 방법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11] 하이서울브랜드 지정 기업 현황(2018~2020)

연도 신청 기업수 지정기업수 누적기업수 공고여부 종합평가 비 고 (모집방법)

2018년 273 215 902 미실시 미평가 4회 모집 (추천제)

2019년 135 126 889 미실시 미평가 1회 모집 (추천제)

2020년 - - 1,015 - - 모집 중

※ 종합평가는 하이서울브랜드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2018.3.6.도입

또한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종합평가제도는 매년 하이서울브랜드 지정기업의 브랜드

사용실적, 기업 경영실적, 사업 참여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6월말까지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해약을 하는 등 브랜드 질적 관리를 위하여

‘하이서울브랜드사업 운영요령’ 제정(2018.3.6.)하여 신규 사업으로 도입하였으며,

2018년도의 종합평가는 규칙 제정 이전인 2017년도의 기업 경영실적, 브랜드

사용실적, 사업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해약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1년간 평가를

유예하였다.



- 30 -

하지만, 2019년도 평가에서도 하이서울브랜드 지정기업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약 2개월의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참여 부족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채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사실상 하이서울브랜드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종합평가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하이서울브랜드사업 운영요령’ 제정(2018.3.6.)

○ 제정 목적 : ① 우수 기업군 유지를 위한 선정 및 퇴출 기준 명문화, ② 추천 협·단체별

상이한 추천기준 통일, ③ 협약 미이행 등 문제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④ ‘하이서울 플랫폼’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근거 및 운영기준 마련

○ 주요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기업관리 근거 SBA-기업간 협약 요령 + SBA-기업간 협약 관리 체계 고도화

추천기업 기준 협ㆍ단체간 상이 매출액 20억 이상으로 제한 우수기업 유치 기준 마련

협약연장 심사 3년 단위 매년 심사 우수기업군 유지

연장 심사방법 기업별 제출서류 기반 평가 공시 재무자료 기반 평가 기업 서류 제출부담 완화

퇴출 기준 사회적 물의 등 문제기업 퇴출 저성장 기업 퇴출 기준 추가 우수기업군 유지

제재 기준 - 최대 5년까지 참여 제한 제재기준 명확화

브랜드 사용료 7년차 이상 징수(매출액 연동) 폐  지 장기참여기업 우대조건 마련

관계기관 의견

SBA에서는 ‘추천제’의 경우 공개모집 방식과 달리 연중 상시 우수기업을 모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업종(분야)에서 성장 중인 검증된 기업을 모집/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서울소재 모든 기업들의 자유로운 참가신청의 기회는 제한될 수 있어,

하이서울브랜드 지정기업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하이서울브랜드 질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종합평가제도는 기업들의 참여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하이서울브랜드기업 기업인증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종합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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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하이서울브랜드 지정 사업 추진 시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들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하이서울브랜드의 질적 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지정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