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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원별 기간별 진행률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임기 내 임기 후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대    상: 공공시설 및 주택 밀집 지역 유휴공간

❍ 규    모: 개소 당 165㎡(50평) 이상

❍ 내    용: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공간 확보

   ※ 시청각 시설, 컴퓨터, 책상, 의자, 인테리어 등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비 300 100 100 100

 연도별 성과지표 

최종목표  학습공간 36개소 마련(2021년 12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9년
○ 직영: 2개소
○ 민간시설 공유: 20개소

40

2020년
○ 직영: 2개소
○ 민간시설 공유: 5개소 

30

2021년
○ 직영: 2개소
○ 민간시설 공유: 5개소

30

2022년 ○ 지속 운영 -



 추진실적

❍ 학습공간 확충: 36개소

- 2019년도: 확충 22개소 / 목표 22개소 

- 2020년도: 확충 14개소 / 목표 7개소

구    분 2019년 2020년

합계 36개소 22개소 14개소

직    영 6개소

· 2개소

 글로벌 평생학습관, 향토사료관

· 4개소

 시청 제1별관 평생학습관,

청년발전소, 1인 창조기업센터, 

포일어울림센터

민간시설 30개소

· 20개소

 손커피연구소, 계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다향선사람들, 카페

나무, 의왕농협, w.h.e.p, 코나

헤이븐 카페, K-멘토비전센터, 

아름채노인복지관, 정록 카페, 

배꽃피는 행복학습마을, 철도

박물관, 덕장초등학교, 마켓발견, 

카페 날마다봄날, 백운호수교회, 

사통이네 작은도서관, 숲속옹달샘

도서관, 청계나눔행복학습마을, 

포일숲속행복학습마을

· 10개소

 새마을금고고천지점, 신협본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길몽, 글누리도서관, 조류생태

과학관, 두레생협, 손커피랩, 

백운해링턴플레이스 3단지, 

오봉산마을 1단지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282 282 278 278

2019년 100 100 100 100

2020년 182 182 178 178

[평생교육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김은영 김혜옥 김태훈
연락처 345-2270 345-2556 345-2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