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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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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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02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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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370 300 500 500 250 250 300 50 0 0 270 0 0

국   비 0

도   비 50 50 50

시   비 1,320 300 500 500 250 250 250 0 0 0 270 0 0

민간자본 0

【변경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통구 내 학교 유휴교실 확보가 어려워 2020년
    예산반납 후 2022년 재추진하고자 함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7월이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당
초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개소 3 1 2 2

변
경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개소 3 4 1

누적 추진율
목표 % 38 88 88 88 88 88 88 88 88 100
현재 % 38 88 8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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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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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4명 (2022.3월 기준)

시설위치 행궁동 세류중 파장동 수원제일중 고색중 서호초 송원중

면적(㎡) 118 262 870 376 275 1,132 643
이용자수
(2022년) 697 267 1,522 1,418 1,204 1,908 898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청소년시설 운영축소(감염위험이 낮은 시설 위주 개방)

6.「2021 하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추진 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조성 완료 장소는 지역학교 및 제공되는 

학교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행정복지센터 유휴공간 활성화 권장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자유공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사업추진을 위한 학교 및 공공시설 대상으로 공모 추진 예정

7. 추진중 사업 분석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해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학교시설 개방사업에 응모하는 

학교가 없어 사업대상지 확보에 어려움

 【임기내 미완료 사유】 

 ○ 사업대상 학교 부재로 부득이하게 2020년 사업비 이월 불가 및 2021년 

예산 미확보로 2022년 재추진 예정 

 【대응방안】

 ○ 감염병 확산으로 학교시설 개방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학교 및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확보 노력  



8. 향후계획   

 ○ 추진계획 수립,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  2022. 4.~

 ○ 청소년자유공간 협약체결 및 착공  사업대상지 확보시

 ○ 청소년자유공간 개관  2022. 12.(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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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 2193

수원형교육팀장 김병목 3992

주무관 김하나 2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