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56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사업구분 완료종료 완료지속추진 추진중 (추진율(%)) 목표연월 담당부서 비고

약속 - - 88% 2022. 12. 교육청소년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12월 

 ○ 사업대상 : 학교 유휴교실(공간)

 ○ 사업목표 : 8개소

 ○ 사업내용

  ∙ 댄스, 뮤지컬, 토론 등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학교 내 유휴교실에 조성

  ∙ 수원시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월~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이후

확보 집행(b) 확보 집행(c) 확보 집행(d) 확보(e) 집행 계획(f) 계획(g)

계 1,350 300 500 500 250 250 300 50 0 0 250 0

국   비 0

도   비 50 50 50

시   비 1,300 300 500 500 250 250 250 0 0 0 250

민간자본 0

【변경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통구 내 학교 유휴교실 확보가 어려워 2020년

    예산반납 후 2022년 재추진하고자 함. (2021년 사업비 미확보)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6월까지
2022.

7월이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당초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개소 3 1 2 2

변경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개소 3 4 1

누적 추진율
목표 % 88 88 88 88 90 100

현재 % 38 88 88 88 88

【변경사유】 
 ○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영통구 지역 기준 우선으로 2차례 공모 추진하였으나 

신청학교가 없었으며 2020년 사업비 이월 불가 및 2021년 사업비 미확보로 

2022년 재추진 예정 



4. 성과지표별 추진사항 (2018. 7. ~ 2021. 6. 30.)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조성완료 : 7개소

    1. 행궁동(舊팔달동주민센터)     2. 세류중
    3. 파장동(舊파장동주민센터)     4. 수원제일중
    5. 고색중       6. 서호초       7. 송원중 

5. 추진성과 

 ○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한 밴드·댄스·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 등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건전한 청소년 교류 공간 제공

 ○ 청소년 자유공간 이용자 현황 : 총 14,692명 (2021.6월 기준)

시설위치 행궁동 세류중 파장동 수원제일중 고색중 서호초 송원중

면적(㎡) 357 204 870 376 274 1,132 663
이용자수
(2021년) 1,766 2,547 1,135 2,142 1,982 2,798 2,322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청소년시설 운영축소(북카페 등 일부시설만 개방)

6.「2020 하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추진 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관계자의 적극적인 홍보 추진 및 

영통구 지역내 공간 조성 노력 필요

⦁청개구리 연못이 미설치된 영통구는 공동주택 증가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수의 유휴교실만 

존재함.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유휴교실 확보를 

위해 영통구 소재 학교 우선 대상으로 적극 홍보 및   

공모를 통해 추진 예정

7. 자체평가 결과

 【잘된점】

 ○ 학교(관공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공건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 및 거점공간으로 활용

 ○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들의 열린공간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

 【문제점 및 미완료 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학교시설 개방사업에 응모하는 학교 

부재로 부득이하게 2020년 사업비 이월 불가 및 2021년 예산 미확보로 

2022년 재추진 예정



 【대응방안】

 ○ 감염병 확산으로 학교시설 개방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2년 학급

배치 이전 유휴교실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홍보 예정  

8. 향후계획   

 ○ 청소년 자유공간 희망학교 지원신청 안내  2021. 09.

 ○ 청소년자유공간 협약체결 및 착공  2022. 03.

 ○ 청소년자유공간 개관  2022. 12.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 2193

교육지원팀장 이종섭 2156

주무관 최효정 2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