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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료(계속) 이행률(%) 100%
완료시기
(완료연도)

임기내
(2020)

총사업비 30,209백만원 사업유형 계속/자체/운영 추진부서 문화체육과

□ 정책목표

○ 금천문화재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문화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공연예술 및 문화사업 실행으로

금천구 문화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조직 및 인원

     - 정원 : 임원 2명(이사장, 대표이사), 4팀 정규직 71명

     - 현원 : 임원 2명, 1실 4팀 정규직 63명, 비정규직 22명(정원외인력)

     ※  2021. 06. 30. 기준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대표이사

　 정책실
(임시기구)

○ 실장 1명(개방형 임기직)

경영지원팀 예술진흥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 팀장 1명, 팀원 5명 - 팀원 7명 - 팀장 1명, 팀원 4명 - 팀장 1명, 관장 4명,   
  팀원 39명 



□ 전략 목표 및 과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특성 
문화예술정책 
및 사업 개발

‧지역문화진흥 
TF참여

‧지역문화정책
포럼개최

‧금천미래도시 
비전에 따른

문화재단 
비전 재정립

‧금천미래
도시비전
실행기

(생활문화사업, 
지역기반 

신규문화사업 계획 
구축

축제 활성화)

‧금천미래
도시비전
확대기

(생활문화사업, 
지역기반 

신규문화사업 계획 
실행)

‧지역문화진흥 
TF참여

‧생활문화
협력체계구축

‧신규축제개발
‧신규축제 
  활성화

‧생활문화
주간선정

‧생활문화
  주간운영

금천문
화재단
운 영 
시 설 
위 상 
제 고 

‧금나래
아 트 홀 
운 영 률
(가동률 %)

기획공연 
추진

(가동률62)

대관비용 등 
규정 정비
(가동률68)

기획공연 
추진 및 
공연장 

브랜드화
(가동률72)

기획공연장 
이미지 확대
(가동률75)

기획공연장 
이미지 확대
(가동률78)

‧4개구립
도서관
( 고 객 
만족도)

도서관고객
만족도
(87.5점)

도서관고객
만족도
(88.1점)

도서관고객
만족도
(88.6점)

도서관고객
만족도
(89.2점)

도서관고객
만족도
(90점)



□ 연차별 투자수요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합 계
연차별 투자수요 및 집행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확보액
및

투자수요
집행액확보액집행액확보액집행액확보액집행액확보액집행액 투자

수요 집행액

계 30,209 15,253 4,830 4,560 5,691 5,284 5,884 4,358 6,902 1,051 6,902 0

금천문화재단
운영비

국 비 0 0 0　 0　 　0 0　 0　 0　 0 0　 0　 0　

시 비 536 39 　0 　0 0　 0　 　0 　0 268 39 268 　0

구 비 16,160 8,391 2,351 2,277 3,033 2,806 3,160 2572 3,808 736 3,808 　0

민 간 0 0 　0 　0 　0 　0 　0 　0 　0 　0 　0 　0

금천문화재단
문화사업추진

국 비 97 75 40 40 25 22 32 13 　0 　0 　0 　0

시 비 732 591 158 149 261 245 313 197 　0 　0 　0 　0

구 비 2,296 1,044 577 415 505 392 346 216 434 21 434 　0

민 간 5 0 5 0　 　0 　0 　0 　0 　0 　0 　0 　0

금나래아트홀
공연∙예술

사업

국 비 281 192 35 35 60 60 116 97 35 　 35 　0

시 비 143 139 10 10 133 129 　0 　0 　0 　0 　0 　0

구 비 2,588 614 204 199 180 178 386 207 909 30 909 　0

민 간 0 0 　0 　0 　0 　0 　0 　0 　0 　0 　0 　0

구립도서관
(4개)

국 비 322 317 125 123 193 191 4 3 　0 　0 　0 　0

시 비 492 377 116 113 179 176 117 88 40 0　 40 　0

구 비 6,557 3,474 1,209 1,199 1,122 1,085 1,410 965 1,408 225 1,408 　0

□ 추진실적

【2018년】

○ 전문공연장 이용만족도 및 금나래아트홀 가동률 제고

- 지역(실버세대)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가족극장’(영화상연)하여 문화복지실현

- 오전음악회(마티네콘서트)추진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클래식 음악감상 및 악기체험 제공

○ 구립도서관 고객만족도 제고

- 가산도서관 전층 방충망 교체 공사 실시

- 독산도서관 독서보조기기(확대기, 증폭기) 설치



【2019년】

○ 전문공연장 이용만족도 및 금나래아트홀 가동률 제고

- 연령, 가족단위, 아동 등 이용객 타깃에 맞는 기획 프로그램 추진

- 지역 예술단체의 예술역량 강화 및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대관 지원 사업-금천 온 스테이지’ 신규 운영

- ‘가정의 달’, ‘문화가 있는 날’ 등에 맞춰 우수단체 초청 및 무료 영화상

영 추진

- 금나래아트홀 공연장(무대 및 객석 리모델링, 공연장 시스템 추가 구매

등), 갤러리(바닥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통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증대

○ 구립도서관 고객만족도 제고

- 가산도서관 열람실 LED 등 교체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시흥도서관 에어컨 배관라인 세척

- 금나래도서관 창문 손잡이 잠금장치 교체

- 가산도서관 6층 리모델링을 통해 구민을 위한 공간 확보

- 가산도서관 전층 방충망 교체 공사 실시

【2020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대응하는 안전한 금나래아트홀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온라인)기획공연 전시 연계 추진으

로 구민의 예술 향유를 위한 플랫폼 확대

- 참여단체 및 관람자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증대 : 모든 참여자들의

문진표 작성 및 관리, 행사 전 스태프·출연진 안전교육 수료증 필수 제

출로 안전한 공연장으로의 인식 구축

○ 확장된 시각의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수행

- 금천구 지역주민·재단·우수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콘텐츠특성화 공

연제작으로(장소 이동형 공연) 대·내외적으로 금천구에 대한 긍정적이

고 새로운 인식조성 기회 마련



- 온라인 생활문화축제운영, 빈집프로젝트 비대면(윈도우) 전시, 금천구

문화자원을 기반 우리마을 문화통(通)장 등 다양한 지역문화사업을 통

한 관내 문화역량강화 수행

○ 구립도서관 고객만족도 제고

-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예방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온라인

서비스 실시

∙안심예약대출서비스 실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업 도입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인문학 동영상 강좌 제공

- 독산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실시(19.10~20.04)

: 개관 20년된 노후시설 개선

∙북카페 형식으로 오픈 거실형 도서관으로 조성

∙칸막이가 아닌 오픈 테이블 배치의 열람실 환경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

- 시흥도서관 CCTV 화질개선 및 회선 증설공사

: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파악 필요

- 금나래도서관 사인몰 교체

: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마련

- 가산도서관 6층 테라스 벽면 도장공사 실시

: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 제공

【2021년】

○ 구민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 ‘금나래아트홀’ 활성화

- 예술진흥팀 신설을 통해 예술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금나래아트홀’ 기

획공연의 다양화 실현으로 상반기 기획 공연 전석매진

- 금나래아트홀 기획전시 확대 운영으로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운영 활성화

: 매월 [금나래아트홀 기획전시] 운영



- 금나래아트홀 상주단체[국악 아카펠라 토리스]운영으로 우수작품 제작

및 발표 촉진으로 구민의 문화향유 확대

- 야외공연, 온라인 공연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기획으로 구민들

이 상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다양한 형태의 예술인 발굴 및 연계 사업을 통한 금천문화예술 역량 강화

- (창작) 과정중심 예술인 지원사업 [금천아티스트-랩] 운영,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예술로], [금천지역작가전] 운영

- (콘텐츠) 청년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금천라이브], 금천

구 공연/전시 콘텐츠 재구성 [금천문화재단 청년기자단]

- (발굴 및 연계) 금천구 예술인 발굴 사업 [금천 아트 라이브러리], 지역

청년 디자이너 발굴을 통한 금나래아트홀 홍보물 디자인 연계 사업 [금

천 청년 디자이너] 운영을 통한 ‘예술인’ 연계를 통한 금천문화예술 활성

화 실현

○ 지속가능한 독서 프로그램 추진 및 도서관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 제11회 “2021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 개최(6.1~6.5)

「 책을 꿈꾸다, 일상을 꿈꾸다 」

(공연) 꿈꾸는 그림책 콘서트, 도서관 콜센터

(강연 및 낭독) 인문학 특강, 작가 북토크, 소리로 만나는 책

(체험행사) 꿈꾸는 독서 체험팩, 꿈꾸는 도서관 투어, 책으로 웃자 2021

○ 구립도서관 고객만족도 제고

-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예방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온라인

· 오프라인 서비스 병행

∙안심예약대출서비스 실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업 진행

∙언택트 시대에 맞게 다양한 전자책 확보



- 가산도서관 내진 보수공사 실시(21.06)

: 내진 보강 공사

∙보강규모 : 253㎡

∙보강내용 : 지상1층 4곳에 대한 내·외부벽체 아라미드 섬유판

보강 공사

- 시흥도서관 냉난방기 전원 증설공사

: 4층 열람실 냉난방기 추가 설치로 인한 전원 증설공사 진행

- 금나래도서관 안내데스크 교체

: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마련

∙낡은 안내데스크를 교체하여 대출대를 확보하고 공간을 재구성

하여 근무환경을 개선,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가산도서관 냉난방기 분해 세척

: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 제공

       ∙실내기 내부에 있는 곰팡이, 세균, 유해성 박테리아 제거

∙냉난방 효율성 향상, 실내공기 환경개선, 제품수명 연장 효과

□ 향후계획

[예술진흥]

○ 금나래아트홀, 금천뮤지컬센터 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획프로

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공간 실현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금천뮤지컬센터-뮤지컬 특화 교육’ 추진, 서

남권 대표 문화예술교육 거점 인식 구축, 문화예술도시역량 강화

○ 지역 예술가, 단체와의 협력과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 통해 지역문

화예술생태계 조성

[생활문화 활성화]

○ <금천구 축제>를 타 구와 차별성 있는 콘텐츠로 서울시 지역대표 브랜드



축제로 육성 추진

○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향유

-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주말_가족오케스트라 / 점심시간, 퇴근길 콘서트 진행

○ 독서를 통환 인문학적 소양 증진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 꿈꿈프로젝트, 가산동 글맛집 프로젝트, 노년 프로젝트, 퇴근하고 글쓰

기, 책 읽는 가족 ‘테마가 있는 책꾸러미’ 등 추진

○ 맞춤형 독서문화 기회 확대

- 북스타트, 도서관다문화서비스사업, 취약계층지식정보사업, 북카북카 사

업 추진

○ 축제로 즐기는 독서

- 북페스티벌, 북콘서트, 사람책 &추천도서 릴레이 등 사업 추진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독서

- 온스테이 구축, 오디오북 제작 배포, 나래 북 펙토리 등 사업 추진

□ 현장사진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상주단체 토리스 공연>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My Dear 피노키오 展>(5월)

온라인 콘텐츠 사업 

<금천라이브>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 유민석 (1440)
팀장 : 최경밀 (1441)
      김선경 (2851)

담당 : 최혜연 (1442)
     장승목(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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