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〇〇공연장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공공서비스관리 파트너!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공공서비스관리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정부, 더 나은 사회,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OO공연장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연구문의 강영덕 팀장 | E-mail kyd@kcomi.re.kr

| 전화 02) 943-1941 | 홈페이지 www.kcomi.re.kr

1. 연구의 목적(Purpose)
가. 본 연구의 목적은 〇〇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인 〇〇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따라서 적정 운영인력 투입을 통한 인건비 적정인건비 산정이 필요하고, 시설 운영 최적화를 위한 운영경비
산정 등, 합리적 운영비 산정이 필요함.

2. 연구의 범위(Design/Method)
2.1 연구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〇〇시 문화예술공원 〇〇공연장 (A근린공원, B근린공원)
나. 시간적범위 : 2016년 10월 ~ 11월(1개월)
다. 내용적 범위
- 관련 법규 검토
- 일반현황 및 유사사례 분석
- 운영원가 분석
- 계약관리 방안
-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방안 검토
2.2 연구의 체계도

과업수행 일정 수립

- 〇〇시 문화예술시설
방침 확인
- 내부계획서 검토
- 이해관계자 면담

연구추진 방향 설정

- 〇〇시 문화예술시설 개요 검토

유사사례 현황 파악 및 관련법 검토
운영원가 분석
계약관리 방안 분석
- 운영원가 결과 반영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방안
연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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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findings)
3.1. 운영원가 분석
- 〇〇 공연장 운영원가를 산정한 결과, 총 64억 3,046만원으로 산정되었음.

<표 3> 〇〇 공연장 민간위탁 운영비 총괄계산표
(단위 : 원/년)

A지역

구분
인건비

고정
경비

변동
경비

B지역

합계

비고

직접인건비

1,333,296,522

113,916,718

1,447,213,240

인건비 합계

1,333,296,522

113,916,718

1,447,213,240

복리후생비

50,682,500

5,077,000

55,759,500

4대보험료

107,442,901

9,179,910

116,622,812

전력비

252,885,307

19,763,001

272,648,308

수리수선비

534,000,000

36,000,000

570,000,000

용수비

41,838,620

12,783,350

54,621,970

연료비

39,534,884

2,597,535

42,132,419

차량유지비

14,400,000

-

14,400,000

통신비

4,853,700

2,126,850

6,980,550

여비교통비

13,780,000

-

13,780,000

교육훈련비

947,500

-

947,500

안전점검비

19,027,640

-

19,027,640

세금과공과

7,471,160

-

7,471,160

지급수수료

8,964,000

-

8,964,000

시설물 보험료

37,828,209

10,000,000

47,828,209

외주용역비

503,108,809

170,951,540

674,060,349

고정경비 합계

1,636,765,229

268,479,187

1,905,244,416

공연기획비

1,049,000,000

-

1,049,000,000

전시기획비

395,000,000

220,000,000

615,000,000

교육사업비

250,000,000

-

250,000,000

부대용역비

248,517,273

-

248,517,273

1,942,517,273

220,000,000

2,162,517,273

4,912,579,024

602,395,905

5,514,974,929

294,754,741

36,143,754

330,898,495

이윤(0%)

-

-

-

위탁원가

5,207,333,765

638,539,659

5,845,873,424

520,733,376

63,853,965

584,587,341

5,728,067,141

702,393,624

6,430,460,765

변동경비 합계
직접원가
일반관리비(6%)

부가가치세(10%)
총 위탁원가

인건비+고정경비+변동경비
(순원가)×6%
(순원가+일반관리비)
(운영원가)×10%
(운영원가+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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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약관리 방안
- 위탁업체 계약 및 선정방법, 금액확정 여부, 운영비 지급방법, 계약 이행기간,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선정
방법,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〇〇 공연장의 계약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4> 계약관리방안 검토결과
구 분

적

용

1. 위탁업체 계약 및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2. 금액확정여부

▪ 확정계약

3. 운영비 지급방법

▪ 총액계약으로 연간 위탁관리비를 사전지급 : 시설안정화 시기까지는 일부 사업비의
경우 정산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고정경비의 경우 월 금액 지급
- 정산비의 경우 비용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산 후 사후지급

4. 계약 이행기간

▪ 위탁기간 : 5년

5. 계약체결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내 관리위탁 방식에 의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실시

6.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보유하는 최고 점수 대상자
를 선정한 후, 위탁계약금은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 후 계약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7. 수의계약 가능여부

▪ 〇〇공연장의 기부채납 시, 공유재산법 제 7조 2항 1호를 근거로 여수시가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본 시설을 기부채납 할 경우, 동법 제 20조 2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3.3.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방안
가. 본 연구는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정기평가, 종합평가, 경영평가의 총 3가지 평가 방안을 제안하였
으며, 정기평가는 매년 (11월 말), 종합평가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 경영평가 역시 계약만료 3개월전
실시함이 타당하다 판단함.
나. 정기평가에 해당하는 〇〇공연장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SLA)의 경우 평가주체는 〇〇시가 되며, 평가주
기는 1년, 평가근거는 개별 시설 운영 조례를 신설하여 성과평가 근거를 추가해야 할 것임. 수행기관은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전문기관과 문화관광시설 분야 전문가 및 시민대표, 각종 이해관계자도 참여 할
수 있으며, 평가 방법은 서류심사, 심층인터뷰, 현장실사로 구성됨.
다. 평가내용은 크게 7가지 (리더십, 전략계획, 인적자원 중시, 정보와 분석, 프로세스 중시, 운영관리, 서비
스 경영성과)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의 조치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 중 인센
티브는 재정적 인센티브, 비재정적 인센티브, 연장계약과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으며, 페널티는 이행개선
보고서 제출 및 시정조치, 벌점부여 등을 제안하였음.

4. 연구의 한계(Research limitations)
- 본 연구의 원가산정은 조사시점이나 현 근거법규 등을 전제하여 이루어짐.
- 따라서 향후 인건비, 경비 등의 기준단가, 공공요금, 기타 원가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여건이 변동되면 재산
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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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함의(Research Implications)
가.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탁(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 예정인 ○○공연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조례 검토, 서비스 수준 설정을 통한 계약서 작성,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방안 검토, 인
센티브 및 페널티 운영방안 검토 등 단계별 관리체계와 이에 따른 세부 조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나. 따라서 본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은 ○○시의 대표적인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책임연구원 배성기
⁃ 경영학 박사 l 회계학 석사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 서울시청 민간위탁 계약심의 위원
⁃ 송파구청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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