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4.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

 나. 상정의결 

   -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2019.11.27.)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가. 제안이유

  〇「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 제2항에 의

거 구립공연장 시설관리 및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

고자 함.

 나. 위탁대상 

  〇 위탁대상

    - 역삼1공연장(강남시어터) 및 전시실

구분 소재지 개관
면적

(㎡)

무대면적

(㎡)
객석수

공연장(3층) 역삼로7길16

(역삼동)
2011.1.

324 70.44 230석

255 - -전시실(1층)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11. 27.

행정재경위원회의안
번호

20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〇 역삼1동 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은 역삼1공연장(강남씨어터) 및 전시실, 도곡2동 

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인 도곡2소극장(오유아트홀) 운영을 3년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문화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강남문화재단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강남문화재단으로 위탁하고 있음.

   - 공연장이 문화센터와 별개의 시설이고 관리부서가 다르면 별도의 조례에 근거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현재 이 시설이 문화센터의 일부 시설에 해당한

다면「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위

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운영형태로 볼 때 문화센터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

고「공연법」제8조에 따른 구립공연장이라면 위탁하기 위한 설치, 기능, 사용료, 이

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개별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연장 운영

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도곡2소극장(오유아트홀)

구분 소재지 개관 면적
(㎡)

무대면적
(㎡) 객석수

공연장
남부순환로378길 34-9,

4,5층(도곡동)
2010.1. 264 56 140석

  〇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 기존 : 2017. 1. 1. ~ 2019. 12. 31. (3년)

  〇 수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〇 위탁내용 : 공연장(전시실 포함) 관리 및 운영

    -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기업 휴·폐업 방지

  〇 소요예산 : 230,275천원

 다.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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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사업의 대행)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