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9.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

 나. 상정의결 

   -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2019.11.27.)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가. 제안이유

  〇「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

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편

성을 위해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출연기관 : 강남문화재단 

  〇 출연내용 : 강남문화재단 조직 및 자체사업 운영

  〇 출 연 금 : 금4,982,664,000원

    - 조직운영 출연금 : 금1,520,809,000원

    - 사업운영 출연금 : 금3,461,855,000원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뉴 뮤지엄 프로젝트 in 강남)

심사보고서

                                                          2019. 11. 27.

행정재경위원회의안
번호 217



(의안번호 215)
명사초청 인문학 강연(신규)

23,000 0 23,000 100%

(의안번호 216)
국악관현악 예술단체 지원(신규) 581,080 0 581,080 100%

(의안번호 217)
뉴 뮤지엄 프로젝트 in 강남
–Beyond the white cube(신규)

99,800 0 99,800 100%

(의안번호 218)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예술정보의 플랫폼화(신규)

18,400 0 18,400 100%

(의안번호 219)
청년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두더지 아트팩토리-(신규)

157,600 0 157,600 100%

(의안번호 220)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신규) 60,000 0 60,000 100%

(의안번호 221)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신규) 77,000 0 77,000 100%

(의안번호 222)
제1회강남구청장배발레경연대회(신규) 12,700 0 12,700 100%

(의안번호 223)
재단 브랜드 디자인 사업(신규) 40,000 0 40,000 100%

(의안번호 224)
재단 홍보사업 운영(신규) 21,700 0 21,700 100%

 의안 214번 - 2020년도 사업별 기존사업 출연금 내역안

사 업 명 2020요구액 2019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982,664 3,083,444 1,899,220 61.6%

문화체육과 4,982,664 3,083,444 1,899,220 61.6%

재단운영 1,520,809 350,610 1,170,199 333.8%

조직운영출연금 1,520,809 350,610 1,170,199 333.8%

사업비 3,461,855 2,732,834 729,021 26.6%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2,613,182 1,961,745 651,437 33.2%

대모산 특화공연 30,000 24,000 6,000 25.0%

클래식품격 콘서트 111,190 50,958 60,232 118.2%

목요예술무대 383,995 278,481 105,514 37.9%

키즈예술공연 70,168 74,300 △4,132 △5.6%

제18회 양재천하모니 개최 107,690 91,290 16,400 18.0%

국악 어울림 축제 95,630 95,280 350 0.4%

선릉, 정릉 국악한마당 50,000 50,000 0 0.0%

청소년오케스트라 축제(폐지) 0 15,800 △15,800 △100%

청소년 힐링콘서트(폐지) 0 40,000 △40,000 △100%

어린이클래식공연(폐지) 0 50,980 △50,980 △100%

 의안 215번〜224번 2020년도 사업별 신규사업 출연금 내역안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〇「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

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남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0조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로 정하

여진 기관에도 해당되어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〇 의안번호 214번은 계속사업 및 폐지사업 내역이고 의안번호 215번부터 224

번까지는 신규사업 내역으로 분리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

  〇 먼저, 의안번호 214번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출연금 49억8천2백

6십6만4천원으로 작년 대비 61.6% 증가한 18억9천9백2십2만원을 증액요구한 것

으로 재단운영 출연금 333.8% 증가한 15억2천만원으로 증편성하였는 바 증액사

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사업비 출연금은 기존 ‘청소년오케스트라 축

제’, ‘청소년 힐링콘서트’, ‘어린이클래식공연’ 3개사업을 폐지함에도 사업

비는 26.6% 증가한 34억6천1백8십5만5천원으로 증가한 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해 보임. 

  〇 의안번호 215번, 명사초청 인문학 강연 출연금 2천3백만원으로 행사홍보비 

1천7백7십만원, 보상비(강연자 사례비)가 5백3십만원으로 편성한 바 사례비에 대

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〇 의안번호 216번, 국악관현악 예술단체 지원 출연금 5억8천1백8만원은 국악

전공자로 구성된 상주예술단체에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〇 의안번호 217번, 뉴 뮤지엄 프로젝트 in 강남 출연금 9천9백8십만원으로 신

인예술작가로 하여금 신축건물 가림막, 지하보도, 양재천, 재래시장, 율현공원 등

에서 신축건물 가림막에 공공미술 벽화를 그리거나 양재천에 작품전시, 재래시

장에 설치미술 작품을 통하여 신인예술가를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대로변 같은 건축공사는 인허가시 자체적으로 미관상 벽화시안을 거의 모두 실

시하고 있고 이면도로도 가능하면 권고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재단에서 출연금

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〇 의안번호 218번,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예술정보의 플랫폼 출연금 1천

8백4십만원으로 현재 정책홍보실에서 통합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고 1차 통합 

21개 대상(사업설명서 40p)에 포함하여 90% 이상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홈페이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

고 강남만의 문화예술정보만 구축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도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바 통합 플랫폼구축은 서울시 전체 문화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

율적인 운영이 아닌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〇 의안번호 219번, 두더지 아트팩토리 출연금 1억5천7백6십만원으로 지하보도 

등에 유휴공간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나 아티스트 작업공간 제공은 낙후되

거나 슬럼화된 지역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고 작업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이는 바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〇 의안번호 220번,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출연금 6천만원으로 직장인들의 소

모임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직장인이 많은 강남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으로 보임.

  〇 의안번호 221번,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출연금 7천7백만원으로 관내 문

화공간에서 공연 및 강연을 통하여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임.

  〇 의안번호 222번, 제1회 강남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 출연금 1천2백7십만원

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하려는 것으로 주민요구

가 많은 사업으로 파악됨.

  〇 의안번호 223번, 재단 브랜드 디자인 사업 출연금 4천만원으로 강남문화재

단 BI(Brand Identity)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현재 불명확한 재단의 이미지를 효

과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임. 다만, 현재 재단의 BI에 대한 

사업추진 이유 및 문제점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〇 의안번호 224번, 재단 홍보사업 운영 출연금 2천1백7십만원으로 재단의 공

연, 전시, 강좌 전반에 대한 광고, 홍보사업으로 보임. 현재 구청에서 SNS 운영



하고 있는 바 효과성에 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뉴 뮤지엄 프로젝트 in 강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