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76 평생학습관 건립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단기 92명 10,500명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평생교육정책팀장 강현숙, 담당 윤승희 ☎ 729-3082

협조부서

협력체계 평생교육 위례권역 실무위원회

시민참여 전문가간담회, SNS 등 웹소통, 시정브리핑, 성남평생학습포럼, 위례평생학습관 수강생, 실무위
원회 지역주민 등

□ 정책목표

  권역·거점별 평생학습관 설치로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별 편중된 학습 격차 해소

□ 개    요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 사업대상: 위례권역 평생학습관 구축

  ❍ 사업기간: 2020. ~ 2021.(학습관 운영은 계속사업) 

  ❍ 사업장소: 수정구 위례동로 91(창곡동 569)

  ❍ 주요내용: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리모델링

    ∙ 대지면적: 1,692.8㎡

    ∙ 연 면 적: 450㎡(지상 1층 - 강의실 4개, 시민소통실, 사무실 등)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추진방침 결정, 타 지자체 평생학습관 벤치마킹

2019년 연 간 ∘평생학습자원분석 및 연구(커뮤니티맵핑)
∘권역별 평생학습(관) 체계구축 용역계획 수립

2020년 연 간 ∘권역별 평생학습(관) 체계구축 용역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리모델링

2021년 지 속 ∘위례평생학습관 개관, 운영 

□ 재정투입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114 114 - - 114 - - -



□ 목표달성 확인지표 :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방침결정 15 방침 결정 9월 방침 결정 100

2019년 용역계획수립 15 용역계획 수립 6~11월 분석 및 연구
9월 용역계획 수립 100

2020년 공간 구축
운영 준비 40 공간구축 9월 용역 완료

11월 공사 완료 100

2021년 강좌 운영 30 학습관 개관 3월 학습관개관
77개 강좌 운영 100

2022년 강좌 운영 계속 강좌 운영 11개 강좌 운영 중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

    ∙ 본 사 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방침결정 및 계획수립 방침 결정 용역계획
수립

구축계획
수립

공간구성
계획 수립

위례평생학습관
구축･운영

공간 구축
운영 준비 강좌 운영 강좌 운영 2021.3.25.

개관

위례권역 실무위원회 공개 모집 구성 운영 구성 운영 시민 등 
16명

    ∙ 연계사업 성과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합    계 77개 강좌
3,248명

77개 강좌
3,248명

위례평생학습관 운영실적 72개 강좌
3,173명

72개 강좌
3,173명

(위례특화사업) 
노년층 대상 ‘은빛학당’ 운영

5기 운영
75명 수강

5기 운영
75명 수강  21. 3 ~  

성남평생교육 포럼 계획수립 비대면 운영 - 21. 3. 25.

 ∙ 사업추진상황 

전문가 간담회 위례평생학습관 사진 성남시 평생학습 포럼 개관행사

‘은빛학당’ 홍보매체 지역특화 강좌 운영상황 실무위원회 운영상황 시정브리핑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방침 결정
◦  9. 11.: 방침 결정
◦ 11. 21.: 타 지자체 평생학습관 벤치마킹
◦ 12. 10.: 타 지자체 평생학습관 벤치마킹

2019년 자원분석 및
용역계획 수립

◦ 6월 ~ 11월: 평생학습자원 분석 및 연구
◦ 9.  5.: 권역별 평생학습(관) 체계 구축 용역계획 수립 30명

2020년
위례평생학습관 
건립, 시범운영

◦ 3월 ~ 9월: 성남시 평생학습(관) 체계 정립 구축 
              연구 용역 실시
◦ 5월: 위례 권역 평생학습관 구축계획 보고
  - 사업기간: 2020. 6. ~ 2021. 1.
  - 사업내용: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리모델링
◦ 7월: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 9월: 2021. 본예산 편성(위례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 
◦ 9월 ~ 11월: 위례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 구입
◦ 10월: 위례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요조사
◦ 10월: 평생학습관 외관 디자인 협의
◦ 11월: 위례 평생학습관 인력 배치 
  - 평생교육사(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 11월: 위례 평생학습관 공간 구성계획 수립
◦ 11월: 위례권역 실무위원회 모집 계획 수립 및 공고
◦ 12월: 위례권역 실무위원회 접수
◦ 12월: 생애주기별 인문학 특강 운영

1,734명 

2021년 위례평생학습관 
개관, 운영

◦ 3월 25일: 위례평생학습관 개관 
             성남시 평생학습 포럼 개최 
◦ 8월: 위례 평생학습관 인력 배치 
  - 평생교육사(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총 3명)
◦ 2021년 실적
  - 정규과정 배움과 채움: 28개 강좌 384명 참여
  - 비정규과정 good day: 17개 강좌 1,314명 참여 
  - 인문학당: 27개 강좌 1,475명 참여 
  - 은빛학당: 5기 운영 75명 참여

3,248명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위례권역 실무위원회 평생교육분야 민관 거버넌스 2021.2. 구성·운영 중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기타 100 114 - 100 114 - - 114 - -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차별화 필요
 권역별 실무위원회 토론결과 반영으로
 권역주민 맞춤형 특성화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위례권역 평생학습관 구축을 시작으로 거점별 특화된 평생학습관을

     구축하여 균형과 공정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주민들이 배우기 좋은 대면/비대면 학습강좌

     개발 제공

□ 기대효과 
 ❍ 위례권역(위례․복정) 주민들이 생활권역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권역에 맞는 특성화 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   
     격차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