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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소년수련시설 개요
1

청소년수련시설 개념과 유형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
하는 시설을 의미함
- 2004년까지 청소년기본법상에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였으나,
- 2005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됨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 및 특징
시설종류

시설 개념(기능 및 특성)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150인 이상을 수용할
청소년수련관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
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 필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해야 함(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구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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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100명이상 수용),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
- 기본적인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

활동을 제공하는 것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

청소년문화의집

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
청소년야영장

-

-

ㆍ

유스호스텔
-

청소년특화시설

공하는 수련시설
입지조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
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
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 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014.7.22시행)
입지조건은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
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 사례로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운영 유형

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수련시설의 설치유형

- 공공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민간시설 : 개인, 법인,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수련시설의 운영유형

- 직영시설 : 공공 또는 민간시설을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
- 위탁시설 : 수련시설을 설치한 자가 청소년단체에 운영위탁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도 청소년단체에 위탁 가능(’14.7.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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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수련시설 변천과정

가. 청소년육성법 이전(1987년 이전)

○

1960~70

년대

- 교육청 소관 학생회관과 내무부 소관의 청소년회관, 민간단체의 야영장

및 민간 유스호스텔 등

○

년대

1980

- 내무부의 자연학습원과 심신수련장, 노동부의 근로청소년회관 등

나. 청소년육성법 시기(1987년부터

년까지)

1991

○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수련시설

-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관, 학생회관, 근로청소년

회관 등을 총괄하는 청소년회관의 개념 활용

다. 청소년기본계획 및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년부터

(1993

까지)

1997

○ 청소년기본계획

과 청소년수련터전 개념

(1991. 06)

-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수련터전을 크게 생활권 수련터전과 자연권

수련터전으로 구분하고, 생활권 수련터전에 총 6종의 시설유형(한국청소년
중앙공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수련실,
청소년수련방)을 포함
- 청소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과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
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

○ 관련계획

- 전국 시․군․구별 청소년수련관 1개소씩 확충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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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기본법 보완 및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년부터

(1998

○

년까지)

2004

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1999

- 특성화․전문화의 개념을 청소년수련시설에 도입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전문․특성화를 위한 시설보완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1억~2억
규모의 시설보강 사업비를 지원
- 대규모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중․소규모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통합, ‘청소년
수련실’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
- 기존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마을’, ‘수련의집’은 ‘청소년

수련원’으로 통합․변경

○ 관련계획

- 지자체의 공공 생활권수련시설 건립을 유도하여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목표로 청소년수련관(시․군․구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150 개소)을 제시

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이후

○

년

2004

2

월 제정 공포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
-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
-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

○ 관련계획

-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시․군․구별 1개소 이상 건립지원), 청소년문화

의집 확충지원(시·군·구별로 최소 4개소 이상 설치 목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및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수련시설건립자문단
운영(청소년전문가와 청소년포함)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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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및 등록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및 시설기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33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

․운영 법 제

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도지사

(

조)

11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

○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
·

·

·

·

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방지차단체의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1990년대
부터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에서 지원
-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편성)에서 지원

* 회계명칭 변경 : (’05)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0)광역발전특별회계
→ (’15)지역발전특별회계 → (’18)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기본방향 등은「2019년도 청소년시설확충 사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3741(‘18.12.26)호) 참조
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법 제11조)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

)

-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허가권자 : 별도의 허가 절차가 없음(민간시설의 절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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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

)

- 대상 : 개인, 법인, 단체

- 허가권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변경허가)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è

접수

è

결재

è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허가처리 통보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협조(관계)기관 : 관계 법률과의 적합 여부 검토

신청인

○ 허가 및 등록의 의제처리 법 제
(

조)

33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8호의 허가·인가·해제·

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봄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법 제33조 제2항의 제1호~3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봄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및 등록 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 법 제33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및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서는 해당
사항의 법률에 의해 확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야 함
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절차

○ 타당성 사전 검토 법 제
(

28

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

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해야 함

- 6 -

○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
(

28

조 및 시행령 제15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가 각각 1/5 이상 참여
- 수요자 요구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심의

→ 심의결과를 설계 및 건축 시 반영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절차
1. 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 고려)
2. 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
3. 사업부지 확보
4. 각종 영향평가 실시
5.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6. 수요자 요구조사 실시
7. 사업세부계획 수립
8. 기본설계 실시
9.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반영

(* 국고 미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요청한 경우 심의 실시)

10. 실시설계 실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 반영)

11. 공사추진

12.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교부
13. 등록증 교부 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
(15일 이내)

라.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절차

○ 민간청소년수련시설 건립절차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접수
2.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3.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기준·안전기준 적합 여부 및 운영계획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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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은 허가신청 시설·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4.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 검토(소관 행정기관장 협의)
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또는 반려 통보
6. 청소년수련시설 공사추진사항 점검
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등록 신청서 접수
8. 등록신청서 검토(허가 내용과의 일치 여부 확인)
9. 등록 여부 결정 및 반려(수정 요청)
10.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교부
11. 등록증 교부 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
(15일 이내)

마.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요건 및 구비서류

○ 허가요건 법 제
(

12

조)

-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 허가요건 중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건부 허가 가능

* 경미한 사항(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시설기준 중 시설․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
서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다만, 수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 조
(

2

)

-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설치․운영계획서(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내용 포함) 1부
- 법 제33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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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업무처리기간 시행규칙 제 조
(

2

)

-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처리
- 처리기간 45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함

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수련시설 설치 시 시설기준 법 제
(

조)

17

- 수련시설의 설계 및 공간 배치와 관련하여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하여 별표3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함
- 시설기준은 공통기준(일반기준 및 단위시설·설비기준) 및 청소년수련

시설 종류별 개별기준으로 구분됨

* 개별기준은 시설 설치 시 필수기준임
○ 수련시설 설치 및 허가 시 유의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특성에 적합한 입지 선정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일상생활권, 도심지

지역으로 청소년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

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유스호스텔

: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

수련시설과 타용도시설의 복합설치 금지
․청소년문화의집을

제외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전용시설로 설치해야함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서「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과 복합으로 설치 가능

* 복합시설이란 동일 건물에 건축법상 용도가 다른 종류의 시설을 2개 이
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수련시설간의 중복설치 금지
․동일

건물 및 부지 내에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과 중복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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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시설과 인접시설의 구분
․수련시설

인접부지에 타 용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

하여 수련시설과 구분할 것
-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 금지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는 시설 설치 금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접촉을 받아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을 위한 공간의 설치 금지
-

숙박정원 산정 기준
․숙박정원은

전체 생활관(숙박실)면적 기준이 아닌 각 실별 숙박정원 합

으로 산정해야함

* 전체 생활관(숙박실) 면적 ÷ 2.4㎡(1인당 면적)로 숙박정원 산정은
부적절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금지시설
․동일건물

또는 당해 시설 내부 :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설치예정지역(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부터 50M이내 : 유흥주점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시설
-

․집회시설

숙박

․집회시설과

및 숙박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 사용 금지

*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외단열미장마감공법도 금지

-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카라반 등 글램핑 텐트 설치 시 안전관리 철저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용하여 설치·운영

☞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및 첨부된 설치․운영계획서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설치 공사 중 또는 등록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여부 결정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건립심의위원회에서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시설 공간 배치의 적절성을 심의한 후 이를 설치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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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서 구성(법 시행규칙 별표2)

○ 설치계획서의 세부 항목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번별로 지목·면적·소유주·용도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설별·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공사추진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 한한다)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인 경우에는 나목 라목 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 운영계획서의 세부 항목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 시설·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

(

·

)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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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기본계획(예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 기본계획(예시)

Ⅰ

목
.

차 (안)

계획의 개요

1. 목적 및 배경
1) 계획의 목적
2) 추진배경
2. 계획의 범위
1) 시설건립 대상 지역
2) 시설개발 범위
3) 건립시설 개요
3. 계획의 내용

Ⅱ

.

개발여건 및 환경분석

1. 사회 환경 및 청소년정책의 변화
2. 000시도 청소년 활동의 여건
3. 000시도의 환경 여건
4. 시설건립 예정지역의 여건
5. 000시군구 - 000시도지역의 연계자원 현황
6. 수요 환경 분석
7. 관련 사례 분석

Ⅲ
Ⅳ

.

개발의 필요성 분석

.

계획의 기본구상

1. 시설건립의 기본구상
1)추진목적
2)추진목표
3)추진전략
2. 개발의 기본구상

Ⅴ

.

중점추진계획

1.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프로그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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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운영 전략
3) 프로그램 편성 기준 모형의 체계
4) 프로그램 운영 과정 사례
2. 시설 조성 계획
1) 개발 목표
2) 시설공간의 개발 개념
3) 시설 주요공간 배치 기준
4) 시설 조감도
3. 000시도 청소년활동 지원 계획
4. 수요자 확보 계획
5. 시설 조성 투자 계획
1) 투자예산 규모
2) 연도별 예산투자 기준
6. 추진일정 및 체제 계획
1) 추진일정 계획
2) 추진체제 계획

Ⅵ

.

계획의 타당성 분석

1. 타당성 분석의 기준
2. 타당성 분석의 결과
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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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개요

○ 등록개요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변경등록)하여야 함

○ 등록 변경등록
(

)

절차(법 제13조)

- 대상 : 개인, 법인, 단체, 국가 및 지자체
- 등록권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록(변경등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신청인

접수

è

결재

è

è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등록처리 통보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 확인 → 등록대장 기록 → 등록증 교부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등록증 교부 후 15일 이내)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관 수련시설의
관련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에 따라 기록(등록서류, 등록증, 교육감에
대한 통지는 민간시설 등록절차 준용)
※ 등록(변경등록) 신청권한 : (공공)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
(민간) 허가받은 자, 승계받은 자
* 위탁단체는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권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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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 조건(시행규칙 제5조의2)
- 운영대표자 변경

- 수련시설 종류변경
- 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운영자 변경

※ 기타 변경허가에 포함되지 않는 변경사항(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변경 등)은
변경등록 처리
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구비서류

○ 등록 시 구비서류

- 시설별일람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

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기존 구비서류 중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및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

명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점검사항
1)

운영대표자(시설장) 기준 준수 확인

○ 운영대표자 시설장
(

)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

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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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운영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선임해야함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

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가능한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1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권고)

☞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

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

법인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 시행령 제 조
(

8

)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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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 시행규칙 제 조
(

7

)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의 상근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종사한 경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실․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별표2(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의 종사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은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 가능
○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 법 제 조
(

15

)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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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 <별표5>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원 수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확보

○ 운영대표자(시설장)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 법적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담임은 법적 배치기준 미포함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의 특성
·

- 최소 인력 기준(추가 인원을 확보하도록 지도 및 지원해야 함)

수련시설 종류 및 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

시설종류

수용정원
소계

1

급

500

명 이하

2

급

3

수용정원
급

소계

명 당 배치기준(추가)

250
1

급

2

급

4

명

1명

1명

2명

4

명

1명

2명

1명

4

명

1명

3명

-

4

명

2명

2명

-

4

명

3명

1명

-

2

명

-

1명

1명

2

명

-

2명

-

2

명

1명

1명

-

2

명

1명

-

1명

2

명

2명

-

-

유스호스텔

1

명

1명

야영장

1

명

1명

-

-

문화의집

1

명

1명

-

-

2

명

-

1명

1명

2

명

-

2명

-

2

명

1명

1명

-

-

-

2

명

1명

-

1명

2

명

2명

-

-

수련관

수련원

특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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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3

급

1명

1명

1

명

※ 최초 500명 초과시
1급 배치

1

명

1명*(1급 또는 2급)

※ 1. 청소년수련원 : 수용정원 최초 500명 초과시 1급 추가 배치 및 초과
하는 250명 마다 1∼3급 중 1명 추가 배치
2. 유스호스텔 : 숙박정원 500명 초과시 1급 또는 2급 추가배치
3.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5 참조(’20.1.29 공포·시행)
3)

기타 추가 확인사항

○ 시설기준의 유지방안 여부 확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위탁시설로 운영할 경우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법적인 시설기준의 유지 방안을 확인함
-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후 시설기준의 준수와 관리방안 확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명칭 사용

-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판, 리플릿 등에 시설명칭을 허가·등록받은 명칭 사용
- 시설명칭은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표현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 00인력개발원, 00레저센터, 00리조트, 00연수원 등의 명칭 사용금지

-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에 위탁 단체명칭 사용 금지

○ 청소년수련시설별 사업자등록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공간 중심의 독립된 기관으로 사업자 등록
(세무 관련 업무 등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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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유형

○ 직접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

또는 민간에서 설치하고 설치·운영 허가받은 자가 직접 운영
- 운영형태
․(공공)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사업소 포함), 담당부서의 하위조직 등

․(민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받은 자가 직접 운영

○ 위탁운영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해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
- 위탁가능 단체 : 청소년단체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대학(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

○ 대행운영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대행 가능(법제처 법령해석)
- 대행가능 기관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업무 절차
1.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관리 계획 수립(기준 포함)
2. 위․수탁 계획 및 심사 공고
3. 수탁제안서 접수
4.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5. 제안서 서면심사
6. 제안서 발표심사
7.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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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탁예정자의 청소년단체 여부 의견 조회(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단체 여부 회신
* 다만,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허가받은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의견 조회 제외

9. 우선협상 대상자 협의(우선협상 방식 적용시)
10. 위․수탁 관련 세부실행계획 검토와 협의
11. 위․수탁 계약체결

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방안
1)

청소년수련시설 위탁(법 제16조)

○

위탁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2)

수탁단체 선정 및 해지

○ 수탁자의 자격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에 위탁
* 시설운영의 안전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

참고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
정하는 단체
근거

[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6호[2005.04.08.(금), 관보 제15963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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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 별표5]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
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

○ 수탁자 선정방법

-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
계약(위탁기간 갱신) 할 수 있음

○ 선정기준의 설정

- 선정주체 : 위탁자(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자(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 선정시 고려사항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에 따른 기부금, 위탁수수료 등 요구 금지

․위탁심사에

있어서 수탁자의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여부는 심사기준

에서 제외함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지자체에 한함
(

)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0명이상 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청소년전문가를 과반수이상 포함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자격
․청소년정책업무를
․청소년정책과
․기타

담당하는 공무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등
- 위원의 제척 :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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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 계약체결 및 갱신 등

○ 위탁계약 체결전 사전 보고

- 공공수련시설의 경우 위탁계약 체결 1개월 전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실적 등을 포함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단체 여부 회신
* 제출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헌장),
최근 3년간 사업실적보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청소년관련 사업
예산 자료, 청소년사업 담당인력 현황, 청소년지도사 고용현황(해당
인력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포함) 등 청소년단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다만,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허가(등록)된 비
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전보고 제외

- 민간수련시설의 경우 등록 시 직영 또는 위탁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 시

수탁단체가 청소년단체 인지 여부 필히 확인(지방자치단체)

○ 위탁계약 체결

- 위탁자과 수탁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절차 이행

○ 위탁의 범위

- 수련시설의 시설물 및 운영관련 전반 사항(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련

활동 운영 포함)
* 시설물 유지관리 또는 수련활동 운영만 위탁하는 것은 금지

○ 위탁기간 명확화 및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

- 위탁연장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ex) 위탁기간은

○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 평가 절차 이행
ex)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00일 전까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위탁계약의 해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법 제18조의3) 또는 종합평가(법 제
19조의2)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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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단체에 대한 수탁자격 제한

- 비위단체의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수탁자격 제한

○ 종사자 고용승계

-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직영으로 전환 시 또는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 시

가능한 해당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 수탁기관 변경 시 운영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 철저

- 위탁기관 변경 시 기존 위탁기관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 및 자료, 물품

등의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종합평가 시 관련 자료 및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예방 필요
4)

·

수련시설 운영시(위탁 대행포함) 고려사항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및 상근(필수)
○ 법적 인력배치 기준 준수 및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 추진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립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소속시설로 전용 금지)

○ 독립적인 운영규정 및 회계 등 독립기관으로 운영

(다만,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단체의 운영규정 및 회계 적

용 가능)

○ 수탁단체(대행기관) 직원의 수련시설 직원 겸직 금지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소속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청소년
수련시설등록증상에 등록된 명칭 사용)

○ 홍보 및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아닌 수탁
단체(대행기관)의 명칭 사용금지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조직을 수탁단체의 xx팀 등으로 변경하고 시설
장을 팀장 등으로 명칭 사용 불가

○ 수련시설 종사자는 시설관리운영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탁단체(대행
○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변경시 고용승계 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권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정치 활동 및 영리 추구,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금지
○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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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단체(대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기
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련 조례·규정·지침·약정서 등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단체(대행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 불가

·

단, 시설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청소, 시설보수 관리 등 단순 용역이나
휴게실 등 편의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자체 규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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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심사기준(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심사기준(예시)
심사부문

심사지표(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 기관의 목표와 방향의 적합성
-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기관의 운영기반

5

- 기관의 재무구조의 적정성

수탁기관
(20)

-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수행 실적

- 사업 수행의 전문성

수탁의 목적과 취지
시설에 대한 이해
(15)

중장기발전 전략

- 수탁목적의 타당성
-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
- 중장기 발전 방향의 타당성
- 발전전략과 계획의 구체성

15

5

10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체계성과 구체성

25

- 청소년참여 계획의 적절성
-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시설운영계획
(65)

시설경영계획

- 시설․설비 관리의 적절성
-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25

- 이용활성화 방안의 타당성

지역협력계획

-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적절성
- 지역사회 협력의 가능성

15

100

합계

※ 심사과정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요구 및 기부금 여부는 반
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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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제안서(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제안서(예시)
목

차 (안)

Ⅰ.

제안의 배경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방향
3. 제안의 내용

Ⅱ.

수탁기관의 현황
1. 기관의 일반 현황
2. 기관의 주요 실적
3. 기관의 재정 현황

Ⅲ.

발전계획의 방향
1. 중장기 발전전략
2. 연도별 발전전략

Ⅳ.

사업운영계획
1. 목표체계
2. 사업계획
3. 청소년참여계획

Ⅴ.

시설경영계획
1. 조직운영계획(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포함)
2. 시설관리계획
3. 재정운영계획
4. 시설홍보계획
5. 서비스만족도 제고 계획
6. 청소년이용활성화 계획
7. 경영윤리실천 계획
8. 기관평가개선 계획

Ⅵ.

지역협력계획
1. 지역기관 협력계획
2. 지역자원 활용계획
3.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참고자료]
1. 기관 인력 현황 자료
2. 수탁시설 종사(예정)자 현황 자료
3. 기관의 사업실적 자료
4. 기관의 재무현황 자료
5. 기과에 대한 평가 자료(있을 경우)
6. 기타 부문별 입증(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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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계약서(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계약서(안)

□□□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
동 진흥법 제16조, □□□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칭한다)”의 관리 운영을 사단법인(재단법인) △△△(이하 “을”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OOO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갑”이 “을”에게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① 이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

□□□시 ▷▷▷동 △△△ 번지

2. 규모 및 연면적: 지상 층, 지하 층, 대지:

㎡,

건물:

㎡

※ 단, 필요시에 작성)

3. 비품 및 장비: 별지 작성 참조(
②“을”의

과 같다.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1. 수련관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2.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4.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5.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6.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7.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8.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 위․

수탁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의 만료시 “갑”과 “을”은 위탁운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을”은 “갑”에게 재
수탁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재위탁심사를 거쳐 “을”에게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재수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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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산의 관리) ① 위탁운영을 위하여 인수․인계할 재산은
“갑”과 “을”이 별도 협의 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 의한다.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 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
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설경영의 효율성과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매점 등 일부 부대시설을 “갑”의 사전 승인 하에 제3자에게 운
영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이 계약 체결 이후 “을”은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이 계약 체결 이후 “갑”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도 수탁
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이후 “을”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갑”에게 이를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이 계약 체결 이후 “을”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과
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지적재산권(홈페이지, 프로그램계획 및
결과, 각종 발간 자료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
⑦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시설에 대
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 5 조(사업계획) ① “을”은 매년도마다 다음연도의 청소년수련관
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갑”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사업계획서와 예
산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기간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경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을”은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
며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
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
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지역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이용자를 부
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의 수행에 있어 청소년에게 이용
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
분히 확보하고 관계법령이 정한 배치 기준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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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수탁단체의 명칭이나 로고를 청소년수련관 앞에 명시해서
는 안 되며 수탁기관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명
칭 다음에 수탁기관임을 명시한 후 운영단체명을 사용해야 한다.
⑤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
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로 인
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

※

“을”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9시)까지로 하며 휴무일은 평일이나 국경일, 설날과 추석으로 하되
“갑”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간이나 휴무
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7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을”의 사
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갑”은 “을”의 사업비 보조 이외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를 분기별로 지급한다.

①

“갑”은 “을”의 신청을 받아 사업비

“을”은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
며, 비용의 집행에 있어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
시보조금관
리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
임자를 임명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9조(사업비 정산)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마
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결과의 보고)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까지 당해 연도
의 사업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이용료 등) “을” 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
료에 관한 규정( 조례 제 조 및 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을”은 수탁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및 사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을”은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 한 때에는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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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의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을 지고 손해배상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귀책사유가 없음
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지급하는 사업
비 중 사업비의 1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의 배상을 내용으
로 하는 보험에 “갑”을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그 원본을 사업
비의 청구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
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
입하고 그 사본 을 계약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4조(지도감독) ① “갑”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을”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갑”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을”에
게 요구하거나 “갑”의 소속직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
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③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중도에 해
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라 한다)하고자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
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3.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을”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6.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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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갑”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 천재지변 등으로 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제2항 1호 내지 7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해지 당시의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갑”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④

OO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잔
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을”에게 재위탁 되지 않고 사업기간이 만료가 된 때에도 “을”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재산을 인계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⑤

제16조(인수인계)
제17조(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
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규와
시의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위탁기간이 만
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
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 사고와 관련된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
관한다.
②

20 년 월 일
“갑”

□□□시 (주 소)

시 장 (인)

“을” 사단법인(재단법인)

대 표 (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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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청소년수련시설의 변경 및 휴지 재개 폐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3조, 제22조, 제2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14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의2, 제12조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변경허가(법 제11조제3항 후단)

○ 변경허가 대상 시행령 제 조
(

6

)

-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해체․

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 변경허가 절차 : 허가절차와 동일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 취소(법 제22조)

○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대상 법 제
(

22

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때(반드시

허가 또는 등록 취소)
-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실시(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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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신고(법 제27조)

○ 휴지·재개·폐지 승인권자

- 승인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휴지·재개·폐지 절차 시행규칙 제
(

조)

12

- 휴지·재개·폐지신고 : 휴지·재개·폐지 예정일 30일전
-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필수 구비서류 : 수련시설 등록증 원본)

* 폐지시 수련시설 등록증 미구비로 인한 민원 다수 발생
→ 허가권자는 휴지 재개 폐지신고를 받은 이후 신고인 및 해당 시
·

․도

·

교육감에게 통지, 등록대장에 휴지·재개·폐지사실 기록(처리기간 7일)

* 휴지신고 이후 시설개보수 등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장기간 휴지
중인 시설의 경우 운영 재개 또는 폐지 유도
* 휴지중인 시설이 운영재개 신고를 한 경우 운영개시 전에 시설 안전 및
운영계획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휴지·폐지의 제한 시행령 제 조
(

14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

치비를 지원받은 시설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휴지 또는 폐지 제한 가능

* 1990년초부터 2009년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설치한
민간시설의 경우 모두 상환이 완료되었으므로 휴·폐지 신청시 수리
가능(2010년부터 융자제도 미시행)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폐지 권한은 지자체에 있음

* 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수련시설의 폐지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승인 절차 필요(붙임 사전협의서 등 참고)
○ 휴지·폐지 신고간주제 도입 법 제 조
(

27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7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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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소년○○○ 처분에 관한 사전협의서
○○시 ○○청소년과 담당 : ○○○, 연락 : 000-0000-0000)

(

□ 협의요청내용[용도폐지, 매각, 양도, 대여 등]
○ ○○○청소년○○○ 용도폐지, 매각, 양도, 대여
※

○ 요청사유 :
○ 활용계획 :
○ 국비 지원현황
지원금액(백만원)

지원연도

내 용

○ 시설현황
구 분

수련관

(단위 : 개소)

문화의집

수련원

공 공
민 간

- 35 -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전절차 이행여부(증빙자료 제출 필요)
절 차

공유재산심의회

지역주민 의견수렴

위탁단체 협의

여 부

완료(날짜기입)

완료(날짜기입)

해당없음(직영)

 (심의결과) 용도폐지 승인, 관리운영계획 반영
 (주민의견) 시설폐지 동의
 (협의결과) 고용승계, 계약해지 등

○ 수련시설 확충계획

 (신규건립 등) 연차별 예산편성계획, 사업기간, 시설종류 등

※

○ 기존 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대안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 부처검토의견 [승인, 조건부승인, 미승인 등]
○



※
※ 참고사항
○ 해당법령 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제3항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서 생략)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
공유재산 운영관리
계획 수립
지자체

➡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사전협의

➡

지자체 →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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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검토

➡

여가부 → 지자체 승인

청소년수련시설
폐지 결정 등
지자체

붙임

1

○○○청소년○○○ 시설개요 필수
(

)

○ 설 립 일 : 1900. 00. 0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0000 , 건물면적 0000
※
○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 운영형태 : 민간위탁(회장 000)
※
○ 수탁법인 :
○ 조직구성 :

㎡(지하

㎡

0층, 지상 0층)

-

○ 국비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연도

지원금액

사 업 내 용
･

･

※ 지특회계, 시설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 내역

○ 시설사진
본 관

체 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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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동

붙임

2

사전절차 이행여부 증빙자료(필수)

□ 신빙성 있는 자료로 제출
※ 지자체 내부결재 및 결과 통보 공문, 주민서명, 협의내용 이행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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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결과보고(필수, 완료 후 즉시보고)

[서식]

○○○청소년○○○ 처분 결과보고

광역구분

부 서 명
(담당자 : 000)
(연락처 : 02-000-0000)

기초지자체

주 소(도로명)

시설명

처분결과

☑

처분일

추진실적
및 결과

( )

○
○
○
○
○
○
○ 수련시설 현황
구 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민 간

비고

□ 매각
□ 대여
□ 기타

(단위 : 개소)

공 공

기타사항

□ 용도폐지
□ 양여
□ 교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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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참고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구 분
1
2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5년
(4년~6년)
12년
(9년~15년)

3

20년
(15년~25년)

4

40년
(30년~50년)

구조 또는 자산명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
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
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
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
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
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
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
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
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
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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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가.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법 시행령 제17조)

○ 신 청 자 : 청소년이용시설 설치 운영자
○ 지정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정가능 시설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9호
○ 지정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 지 정 서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 지정요건
․

․

․

-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신청인

접수

è

결재

è

è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지정 처리 통보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이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상시·정기적으로 청소년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지도·감독 필요

- 41 -

Ⅲ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1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감독 주요사항

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부서 또는 부설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 독립적인 회계운영 및 독자적인 운영규정 마련
(다만,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단체의 운영규정 및 회계 적용

가능)
-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법적기준 준수

○ 운영대표자 시설장
(

)

선임 및 자격확인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상 운영대표자와 현 청소년수련시설장과의 일치

여부 확인 후 다를 경우 변경 시정명령 조치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선임 시 운영대표자의 자격여부를 확인 후 자격

미달 시 변경 조치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

단체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및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명칭 사용

-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판, 리플릿 등의 명칭을 허가·등록받은 명칭으로 사용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소속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금지

○ 수탁단체의 청소년단체 여부 확인

- 위탁 수련시설 중 수탁단체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8조에 의한 청소년

단체가 아닐 경우 청소년단체로 변경 조치
- 위탁계약서 상 위탁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즉시 계약해지하고,

불가능한 경우 계약종료 즉시 변경 조치

* 非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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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 지자체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향 전환 권고
(

)

- 생활관이 설치되어있는 지자체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관의 학교

단체 수련활동 대상을 해당 지자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
- 청소년수련관내에 설치된 생활관은 수련활동 공간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 리조트 등과 함께 운영하는 유스호스텔 및 수련관(원)내 문화의집의

경우 운영자가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회계 및 독자적인 운영
체계 마련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물 등도 분리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명칭 사용

- 허가단계부터 수련시설 종류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표현될 수 있는

명칭 사용

·
* 00인력개발원, 00레저센터, 00리조트, 00연수원 등 명칭 사용 금지

- 홈페이지, 안내판, 리플릿 등의 명칭을 허가 등록받은 명칭으로 사용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의 중복설치에 관한 조치

- 현재 동일 건물에 중복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 부가적인

시설은 이전 설치 또는 폐지

* ex : 청소년수련관(원) 내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
*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시 수련관(원)내에 설치된 문화의집의
경우 별도 분리하여 실시
○ 타용도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운영중인 수련시설에 대한 조치

- 기존 복합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범위를

명확히 구획, 경계를 표시하고 청소년수련시설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운영조직 체제를 갖추어야 함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 위탁 운영 시 개별적으로 위탁계약 체결)
- 허가·등록된 수련시설 명칭 사용여부 확인
- 리조트, 골프장 등의 부속시설로 운영 여부 확인

→ 별도 독립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인사, 회계 등)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물 등도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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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시설 내 타 기관 입주 관련

- 해당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관련 국가사업(타 부처 및 지자체사업 포함)* 추진을 위한 기관 입주 허용

* ex)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wee센터, 드림스타트 등

- 다만,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법인사무소*, 민간단체 사무소, 유아 및

성인 전용공간 등의 입주 금지 및 이전 조치

* 해당 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한 수탁단체가 계약 등 정당한 권원(權原)을
갖고 현상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점용하는 경우 입주금지 제외

○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 금지

- 현재 부적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변경과 공간의 원상복구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 및 숙박정원 초과 사용 금지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숙박

정원을 초과수용 운영 금지

* 실별 숙박정원은 4인이상 10인 이하로 조정

- 당해 수련시설의 수용정원 초과수용 뿐만 아니라 수용정원 초과인원을

인근 타 수련시설 등에 수용하는 경우도 수용정원 초과에 해당

○ 개별난방 숙박실 생활관 에 일산화탄소경보 설치
(

)

- 개별 숙박실마다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함(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11.20. 시행, 시행후 1년이내에 조치완료
해야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어린이(만13세미만)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통학버

스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등 관련 요건
을 갖추고 운행해야함(도로교통법 개정, ‘20.11.27 시행, 6개월간 유예)
- 어린이통학버스을 운행하는 경우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함(교통안

전법 개정, ‘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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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3.21.)」준용
<이용료 반환기준 예시>

구

분

반 환 금 액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이용이 불가능한 때
2.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
4.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운영업” 등 보상기준에 따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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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 업무

․운영관리

가. 기획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 수련시설 유형별 설립취지 및 기능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규정을 구비하여 체계적
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업무내용
1)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독자적인 운영규정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전용 시설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필요한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직영시설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관련 규정에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명시된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함
- 위탁(대행)시설 : 수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마련

하여야 하며, 수탁단체(대행기관)의 규정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명시된
경우 별도의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민간시설 : 자체적인 운영규정 제정(권장)
2)

중장기발전계획 및 연간사업계획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
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
동안 이루고자 하는 비전, 목표 추진전략, 주요사업, 추진일정 등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비치하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행하도록 함
- 연간사업계획에는 청소년활동사업 및 시설관리, 청소년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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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연간 사업수행결과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4)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사업운영 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실행에
협조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
단체 관련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조치 할 것

5)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
하여 시설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6)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하여야 함

* 종합평가 주기 : 시설 유형별 2년
(짝수년도) 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 → (홀수년도) 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 결과 공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미흡사항 중 법적기준 위반사항 및 시급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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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사자 관리
 개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수련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업무내용
1)

청소년지도사 배치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함

○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배치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력으로 미포함

○ 위의 법령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최소 배치인원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배치기준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를 최소 1.5% 이상 확보(권장)
2)

종사자의 배치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에 부합되도록 직원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지도, 행정관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수용정원대비 전체 직원 수를 최소 4% 이상 확보(권장)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직원 수를 최소 3% 이상 확보(권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는 가능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상근 전일
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함
* 계약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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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의 채용관리

○ 공개모집 원칙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대행기관)에서 운영대표자(시설장)를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수탁단체(대행기관) 변경으로 인해 해당 시설의 종사자의 고용보장
및 승계를 위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수
탁단체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
집에 위배됨
- 수탁단체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수

탁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
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
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성범죄 경력 미확인 사례 다수 발생
4)

종사자의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직원)와

사용자(시설장)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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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
-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

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
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능

5)

종사자의 퇴직급여제도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시설장)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

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급여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지급 금지 조치
6)

종사자의 지도력 개발관리

○ 직원들이 분야별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함
- 직원 1인당 1자격증 취득을 권장
- 직원 1인당 연간 20시간 이상 외부연수 참여를 권장

○ 기존의 지도인력 또는 종사자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독려
하고 가능한 신규직원 충원 시 자격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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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예산 편성 지원

- 직영 및 위탁시설의 예산에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현장견학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
-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체적인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하여 직원교육을 지원하도록 지도
7)

종사자의 처우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
하여 시설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을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

* (참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 : 붙임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기관과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보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8)

종사자의 교육(법 제19조)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자는 법적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9)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련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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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
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11)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12)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소속 종사자
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

1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
표자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
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5)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소속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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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근무시간의 운영관리

16)

○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지도자의 배치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

○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후∼저녁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환식 교대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편성

○ 주말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활성화할 경우 지도자의 주말 근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휴무일 조정, 주말 전담 지도인력의 확보

○

및 순환식 주말 담당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운영
야간 프로그램 및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 전담 지도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거나 순번제로 야간시간을 담당하도록 하여 이용시간을
관리

○ 공휴일에 근무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중의 휴일을 배정하여 법정 근무
○
○

시간의 범위에서 근무하게 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은 오후 1시부터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
법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7)

인건비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인력관리

○ 인건비 국비지원사업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 단계별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

○ 목적사업에 따른 배치인력의 겸직 등 금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목적사업에 따른 배치인력이 고유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겸직하거나 전담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에 위탁 운영되는 시·도(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I will센터 등의 별도조직의
직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원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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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가이드 라인]

[

 지급기준

○ 동 지급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참고하되, 기본급 및 제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적용 가능

○ 호봉획정, 승급, 승진, 제 수당은 시설 및 지자체의 인사위원회(유사기구 가능)
등을 통해 심의·결정

※ 호봉 획정시 경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여가부 고시 2019-36호)의 [별표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참고

○ 배치지원 청소년지도사 및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비지원액 외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본 지급기준은 개별 시설별 판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외에 다른 직원에
게도 적용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및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지자체 여건을 맞게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급수 및 호봉획정
공무원 사회복지
비교직급 이용시설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고
수용정원 수용정원 수용정원 (최저근
700명 이상 699∼200명 200명 미만 무기간)
관장
실(국)장 관장, 원장
4년
부(차)장 부(차)장 관장, 원장 4년
팀(과)장 팀(과)장 팀(과)장 4년
대리/주임 대리/주임 대리/주임 4년
사원
사원
사원
2년
사원
사원
사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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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권고안(전년 대비 약 0.9% 상승)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693,200 2,450,800 2,292,000 1,995,800 1,885,300 1,826,600 1,804,000
2,793,000 2,551,000 2,384,700 2,088,600 1,971,300 1,861,000 1,822,900
2,895,500 2,652,700 2,480,700 2,184,600 2,062,500 1,910,900 1,852,100
2,998,900 2,756,700 2,580,700 2,282,400 2,158,200 1,967,700 1,899,800
3,104,000 2,862,200 2,683,200 2,383,100 2,257,100 2,027,900 1,954,800
3,210,000 2,968,700 2,788,000 2,486,700 2,358,600 2,121,600 2,007,100
3,317,300 3,076,200 2,894,100 2,590,500 2,461,000 2,215,600 2,067,700
3,424,900 3,184,400 3,001,700 2,694,700 2,563,700 2,305,700 2,133,800
3,533,500 3,292,700 3,109,500 2,799,400 2,661,400 2,391,900 2,195,500
3,641,900 3,400,900 3,218,300 2,897,300 2,755,000 2,473,300 2,254,000
3,750,500 3,510,200 3,319,700 2,990,300 2,843,000 2,552,200 2,312,700
3,863,200 3,612,800 3,417,700 3,081,800 2,929,400 2,629,300 2,379,200
3,967,800 3,709,100 3,510,600 3,168,000 3,011,600 2,703,400 2,447,800
4,064,900 3,798,800 3,597,400 3,249,300 3,090,200 2,774,000 2,514,500
4,154,300 3,883,200 3,679,200 3,327,500 3,165,100 2,841,900 2,578,100
4,237,900 3,962,900 3,756,300 3,400,600 3,236,300 2,907,600 2,639,800
4,315,500 4,036,900 3,828,800 3,470,600 3,304,300 2,968,800 2,700,000
4,387,500 4,106,000 3,897,200 3,536,600 3,369,500 3,028,300 2,756,100
4,454,200 4,170,600 3,961,600 3,599,300 3,430,700 3,085,400 2,811,200
4,516,700 4,230,800 4,022,000 3,658,200 3,489,200 3,139,800 2,863,800
4,574,600 4,287,200 4,078,800 3,715,000 3,544,900 3,191,800 2,913,400
4,628,100 4,340,200 4,132,200 3,768,300 3,597,600 3,241,700 2,961,000
4,677,500 4,389,900 4,182,700 3,818,500 3,648,400 3,289,100 3,006,300
4,723,600 4,436,600 4,229,700 3,866,200 3,696,900 3,334,800 3,049,900
4,761,600 4,479,400 4,274,300 3,911,600 3,742,600 3,378,300 3,091,600
4,797,800 4,515,600 4,316,200 3,954,300 3,786,400 3,420,500 3,129,000
4,831,400 4,549,000 4,351,000 3,995,000 3,823,600 3,455,600 3,161,300
4,862,700 4,581,000 4,384,500 4,029,200 3,858,100 3,489,500 3,192,600
4,883,900 4,621,500 4,415,200 4,061,100 3,891,600 3,521,500 3,222,500
4,895,200 4,642,900 4,444,900 4,092,800 3,923,500 3,552,600 3,251,800
- 4,670,300 4,472,500 4,122,000 3,953,500 3,582,700 3,280,500
* 7급 1호봉의 기본급은 2021년 최저임금 기준(1,822,480원) 이하이므로 제 수당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 6급 1호봉, 7급 1∼2호봉은 최저임금을 고려 평균 상승분 0.9%보다 추가 반영
* 1급은 30호봉까지(기존 27호봉), 2·3급은 31호봉까지(기존 2급 28호봉, 3급 31호봉) 신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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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체계

수당 종류

지 급 기 준

①기말수당

- 지급기준: 월봉급액(기본급)의 100%
- 지급시기 및 지급액: 50%씩 연 2회 지급(1, 7월 또는 6, 12월)

②가족수당

- 지급기준: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단,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허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매월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0만원

③자녀학비

보조수당
④육아휴직

수당
⑤청소년

지도사자격증수당

- 지급기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제외)
- 지급시기: 연 4회(2, 4, 8, 11월), 신입생은 3월 지급
- 지급액: 상한액 46만원 범위 내에서 학비 전액 지급
* 고교 무상교육 도입시 고교생 지급 제외
- 지급액: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하한 50만원)
- 고용보험법, 공무원 수당 등 규정 참고
- 지급기준: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차등지급
- 지급액: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
-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초과근무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⑥초과근무

수당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5~7급

(초과근로시간)×(월통상임금)
×(1/209)×(1.5)

⑦

관리업무
수당

- 지급대상 : 1~4급 직원
- 지급기준 : 월봉급액(기본급)의 9%

⑧정액급식비

- 지급기준: 정액 월 13만원

⑨명절휴가비

- 지급기준: 월 보수(기본급)의 120%
- 지급시기: 60%씩 2회 지급(설, 추석)

⑩연가보상비

- 산출기준: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시간)×잔여연가일수}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지급기준: 직급별 매월 12~15만원
- 지급액

⑪교통보조비

직 급

1~2급

3~4급

5~6급

7급

지급액

150,000원

140,000원

130,000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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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자 관리
 개요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운영을 개선하고 청소년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고하여야 함
 업무내용
1)

청소년이용시간 관리

○ 개방시간

- 주 말 : 시설 개방(의무), 개방시간 : 09시~21시(권장)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휴관)
- 평 일 : 22시까지 운영(지역에 따라 시간 자율 조정)

○ 시간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은 수요자인 청소년의 생활시간 및 이용시간을 중심으

로 운영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영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의 업무
종료시간에 맞추어 폐관하지 않도록 함
- 주중의 평일 개방시간은 22:00까지 운영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및 도심

과 거리가 먼 시설의 경우에는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중 운영은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아, 아동,

부모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
-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시 개

방하여 운영하도록 함
- 주말 개방은 모든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주말 활동 전문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로운 시설 이용을 통해 주말 시간 시설운영을
활성화함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청소년
수련시설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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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률 제고 방안 개발 및 실행관리
- 시설 공간 개선을 통한 청소년들의 호감도 제고
- 청소년 자율이용 및 자치활동 지원을 통한 이용률 제고
- 청소년단체 및 학교와 연계를 통한 이용률 제고
- 주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 고객관리 및 마케팅 기법의 개발

○ 이용률 산정 및 보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의2의 규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2에 따라 청소년이용률 현황, 운영,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별 및 분기별로 청소년수련시설별 이용자 현황에

대한 분석표를 제출 받아 취합 정리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에 ‘일일 청소년활동실시 현황부’, ‘청소년활동참여자

명단(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을 포함)’등의 장부․서류를
비취 하도록 하고 기록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 성인과 유아 등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4)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성별 통계 관리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현황을 성별로
관리 하여야 함

5)

학교 밖 청소년 발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청소년통합
지원체계에 포함된 수련시설에 한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함

○ 수련시설 이용자와 초기 상담과정 등에서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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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절차>
①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③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공문
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
자우편주소 등)를 통보

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 및 이용률 산정기준

<

〇 이용자 수 기준관리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이용자 성별분리통계 관리
- 이용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

∙ 개인 단체의 단순 이용 및 대관을 통한 시설 내부의 공간이용
∙ 시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시설 내부 공간의 이용
∙ 시설에서 주관하되 시설 외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이용
·

- 연령기준에 따른 이용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

∙ 청소년이용자 : 9세 이상 24세 이하
∙ 아동이용자 : 만 8세 이하의 초등학생 및 아동 이용자
∙ 성인이용자 : 24세 초과 성인 남녀 이용자

- 실제 이용 인원수와 연간 이용인원의 유형에 따라 이용자수 산정

∙ 실인원의 산정기준

* 연간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일간 중복 및 프로그램 간 참여 중복을 제외한 개인
(자연인) 1인을 이용인원 1인으로 계산하여 합산
* 일별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시설에서는 참여 프로그램이나 이용한 공간의

구분 없이 방문자 1인을 1인으로 산정
* 기본적으로 일단위로 실 인원을 계산할 경우 2일간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회수, 일수에 구분 없이 해당 일별 참가자 수로 산정

∙ 연인원의 산정기준

* 연간 이용자 수의 연인원 계산 시 일별 이용자를 합산하여 산정. 단, 요구기준에 따라

일별 이용자의 기준은 일별 실인원과 일별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산정

〇 이용률 산정기준
∙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 관리

* 전체 이용자 수를 모수로 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 수를 계산
* 청소년이용률 6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률 분포와 경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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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련시설의 이용범위(법3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

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기 타
-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외의 부대·편익

시설 등의 사용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 1, 2, 3의 이용범위
․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
․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수로 포함
․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 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
구 분
청소년

적용대상

▪학교단체 수련활동(전체 수련시설)
▪수련시설 자체 모집 청소년수련활동(전체 수련시설)
▪법인 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

경우(전체 수련시설)

이용
범위

일반
(40%)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전체 수련시설)

▪개별적인 숙박 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청소년수련원, 유
·

스호스텔, 야영장)

*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그 가족은 제외

추가(+α)
이용가능 용도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수련원,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의 부대 편익시설 등 사용
▪수련관, 문화의집 및 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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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산 관리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함
 업무내용

1)

예산지원

○ 정부 및 지자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관련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활동 진
흥법 제1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 안의 수련시설 설치·운영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9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활동 진흥
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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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은 정부보조금, 프로그램 참가비, 시설이용료,
기타보조금, 부대수입, 협찬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예산편성 및 집행은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달되는 정부의 지침이나
회계관리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처리함

○ 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채산제 방식
을 유지하여 재정의 안정성 및 투명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조치

○

예산편성 및 재원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운영위원회-행정기관
심의를 통해 의결, 확정

○ 예산 집행 결과는 결산, 감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시군구 등 행
정기관 보고(정산)를 거쳐 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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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구성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청소년수련시설운
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함
 업무내용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권고)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청

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

표자(시설장)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 추천 필요 없음)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친인척 등 운영대표와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제외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식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대표 선정
○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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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부의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회의 개최
- 위원회의 회의는 청소년,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매년 1월) 시․도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2)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관련)

○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냄과 동

시에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확대로 보다 나은 청소년공간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이끌어냄
-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

정립을 위한 기회제공
- 청소년들의 능동적, 자발적 활동을 통한 청소년 신문화 형성과 인권과

권리신장에 기여하도록 유도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으로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시설장)가 임명 또는 위촉
- 월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21년에 삭제 예정)
- 위원회의 간사는 정기 및 임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청소

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게 제출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 제출된 회의록 중 청소년수

련시설 운영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함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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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 및 의견제안
-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 및 모니터링
- 청소년의 권익과 신장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과의 만남

·

참여활동 우수자에 대한 자치단체장 표창수여

·

국제교류 활동 기회 부여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정책에 의사결정 참여기구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수행 또는 청소년동아리로 운영하는 형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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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중심으로 운영하고 사회환경 및 청소년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함
 업무내용
1)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고유 기능에 맞는 청소년활동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이 사회 환경과 청소년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이외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요자를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촉진

-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 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의 활성화 촉진
-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공원, 거리, 상가, 도심지 등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하여야 함

○ 지역기관들과의 연계협력에 의한 지역중심 프로그램 촉진

- 지역 내 문화, 관광, 복지분야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성화 촉진
- 지역 내 관련기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프로그램 평가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지원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가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체 프로그램 평가관리 도입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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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활동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 지원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지역청소년활동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 지원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공동 참여토록 지원

○ 지역단위 청소년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지원

- 시군단위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
-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
4)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연계 지원

○ 지역교육청 및 학교 연계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5)

청소년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등 행정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행사의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등 행정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

청소년을 격려하고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
의의 표창 등 포상을 지원
6)

지역사회 의견 반영

○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 심화된 지역사회 이래를 기초로 청소년수련시설
의 운영방향 및 사업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
특히 청소년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7)

청소년수련시설 및 사업 홍보

○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 사업내용, 계획, 활동, 성과 및 업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신뢰도와 참여, 지지를 확보하
도록 지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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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설물 및 안전관리
 개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 개․보수와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 함
 업무내용
1)

시설물 유지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법적기준에 따른 필수

․공간

유지

-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이 입주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허가받은 공간을 임의로 축소 및 폐쇄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청소년수련시설에 사무실이나

활동공간을 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금연구역지정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을 전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정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시설 공간 뿐만 아니라 시설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별도의 흡연구역 설치는 가능)
2)

노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개

․보수 계획 수립 및 추진

○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시행해야 함

○ 중앙정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 개

․보수

지원 계획을 참조

하여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 계획을 수립

○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설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업무에 반영

○ 샌드위치패널 등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2005.3.18이전 허가 받은 수련시설에 한함)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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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의 의무와 책임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수행여부 점검

및 지도감독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기관(소방서, 경
찰서, 병원 등)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유지 상태의
4)

확인 점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정밀검사의 수행상태 감독
재해관리체계의 적합성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청소년활동에서의 안전확보 및 유지상태의 확인점검
안전의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대한
지도감독
사고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기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

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함

* 법상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 가능.
다만 수련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가입 필요(권고)
○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 등록된 범위에
·

대해서만 가입

*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이 아닌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별도로 가입
5)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

○ 청소년수련시설 내부 및 용역업체 시설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전문강사 초청 등에 의한 자체교육을 실시
하거나 외부 교육에 참가토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제고 및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에 참가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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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석토록 조치
* 특히, 종합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가 중간등급 이하(C, D, E, 부적합) 시설의
관련분야 종사자는 필히 참석하도록 조치
6)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의 장)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안전점검결과 제출여부 확인

→ 시 군 구에서는
·

·

- 안전점검 횟수 및 시기 : 매월 1회 이상
- 안전점검표는 시행규칙 [별표 4] 활용

* 시설관리 인력 등에 의한 실질적인 점검과 점검결과를 매월 시·군·구에
제출(지자체는 필히 확인) : 수련시설 평가 결과 상당수 시설에서 미준수

- 전기, 가스, 소방 등 개별법령에 의한 안전점검은 별도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운영대표자(시설장)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시설장은 응해야 함) 이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7)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 위생점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2)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

·

·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

* 종합 안전·위생점검 주기 : 시설 유형별 2년
(짝수년도) 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 → (홀수년도) 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 결과 공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ㆍ

ㆍ

ㆍ

ㆍ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해야함<’18.6.13시행>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18.6.1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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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 안전 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함

*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시급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조치
8)

청소년수련시설의 식당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은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88조)로 신고 운영(권고)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지양
○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

두어야함(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 2014.5.23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 :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예외)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함(식품위생법 제52조 제1항,
2014.5.23시행)

(예외)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전체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
여야 함.(수련시설 운영기준)

9)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및 보고

○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
* 기 배포된 청소년수련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용
○ 안전사고 발생 경위 및 조치 경과 등 신속 보고 철저
* 수련시설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 보고체계 상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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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소년수련시설 대피훈련

○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대피훈련(교육)
또는 종사자에 대한 대피 유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훈련 시기 : 민방위훈련 및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시

○

* 자연권 시설은 학교단체 등 청소년수련시설 입소 후 안전교육시 대피로
및 대피방법 등 관련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특히 야간 생활관 화재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참여 대피훈련 반기별 1회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피(유도)훈련 결과를 반기 1회 보고

* 훈련실적이 미흡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추진(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피훈련(교육) 실적

시도

시군구

시설명

훈련횟수

참여인원

(단위: 명, 회)
비고

* 훈련횟수 및 인원의 경우 누적 횟수 및 인원으로 작성
- 시설 종사자 대피유도 교육훈련 실적

시도

시군구

시설명

훈련대상 훈련횟수 참여인원

* 훈련횟수 및 인원의 경우 연인원 기준

(단위: 명, 회)
비고

○ ’20년부터 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과정(목)에 재난대피 훈련관련
사항을 개설할 예정으로 현장 종사자의 적극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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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

〇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점검
구분

소방

전기

가스

수질

관계법령

점검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특정소방대
설치ㆍ유지 및
상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점검주체(기관)

점검주기

자체점검
(소방대상시설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등)
특별점검 : 소방서

연1회 이상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
스설비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반기 1회

도시가스
사업법

도시가스사
용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시장 군수 구청장

연 1회

수도법

저수조

지방자치단체

반기별 1회 이상

수련시설

반기 1회

운영대표자

월1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수영장 수질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사용전 점검 및 1년 1회
이상

안전
등급

시설물
전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2,3종
시설물)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A
등급
B·C
등급
D·E
등급

정기
안전
점검

반기
1회
이상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〇 특별안전점검
∙ 여성가족부

: 건축․토목, 가스, 전기, 기계․소방설비 분야 종합안전점검 실시(시설 유형별 2년 주기)
: 하절기, 동절기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지자체협조)

∙ 행정안전부 : 여름철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표본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름철 대비 식중독 등 위생분야 안전점검(매년)
∙ 지역소방서 : 계기별 소방분야 안전점검(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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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교육
교육명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교육대상

관계법령

교육주기

(공공
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 2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수련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연 1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전직원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영양사,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6조

2년

의료인
보수교육

간호사

의료법 제30조

매년

소방안전
관리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최초 선임시

전기안전
관리교육

전기
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기술교육-3년
특별교육-최초선임시
6개월이내

위험물안전
관리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교육

고압가스
선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3년

성희롱
예방교육

전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전직원

아동복지법 제26조

매년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신규/정기(2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동승보호자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기

근로자안전
보호교육

전직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3 참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직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매년 1회(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전직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매년 1회(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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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련시설 안전기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별표

<

1])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

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

·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 집회시설 및 숙박 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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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운영
 개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 청소년지도사의 연수 및 교
류,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등
 업무내용
1)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

- 수련시설 설치 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 운영 발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기능

○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 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 지원사업
○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

·

3)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사업

○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포럼 개최
○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사업/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환경 조사 및 통계 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컨설팅
○ 청소년수련시설의 실태조사관리 및 통계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 TF 및 각종 TF구성 및 운영
○ 진로교육지도사(CEL) 자격과정 연수/ 수련시설운영대표자 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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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자.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업무내용
1)

․운영 조례 마련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

-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

영․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2)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역할

○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
○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 간 공동체 구성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차별화 특성화된 청소년활동사업 개발 및 운영
․

3)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사업

○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보급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출판
○ 국 내외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 청소년수련시설의 실태조사관리 및 통계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사업 수탁업무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수탁사업
○ 그 밖의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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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독 및 보고
 개요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점검 및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
 업무내용
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실시

○시

․도

및 시․군․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청소년수련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연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여부, 프로그램, 시설 및 안전관리,

허가 및 등록사항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필요한 경우에 행정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관리 업무용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관련법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수련

시설 운영관련 지침을 토대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확인을 위해 법과 지침 등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 지도 관리 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함
- 체크리스트는 각 시군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되

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관리 업무 체크리스트(사례)를 참조함

[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등 조사 및 보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2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2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은 청소년수련시설현황, 운영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조사의 실시 및 보고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방

자치단체장은 매년 1.31까지 관내 등록된 청소년수련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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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주체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보고대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여성가족부장관

보고시기

매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수련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사항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에 곤한 사항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결과

좌동

․

․

4)

․

․

행정처분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5)

중앙정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지원

○시

․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주최하여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사자들이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서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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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관리 업무 체크리스트(사례)
업무관리

업무영역

업무요소
점 검
▢ 청소년수련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청소
년문화의집을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
였나?
- 설치되지 않았으며 설치계획은 수립하였나?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타당성 사점 검토를 하

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지방의회 보고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지역환경 분석

및 수요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
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조사 및 선정(확보) 시 시

설종류별 입지여건이 충족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기본 설계 시 청소년 및 청소년

설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시설기준이 법적기준을

허가

준수하여 설계하였나?
-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설치․

운영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하였나?
- 여성가족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 및 확정하

였나?
- 위탁운영 시 운영단체 공개 선정 등 전문성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사(기공에서 준공검사까지)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사전

협의 및 검토 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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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려하여 세부 시설기준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
여 설계하였나?
-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여부를 결정

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공사 및 준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나?
▢ 등록 시 구비서류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허가된 내용(시설 기준 등)과의 일치여부 확인하
였는가?
▢ 운영대표자의 선임 및 자격 여부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순수하였는가?
등록

▢ 전기, 가스, 소방, 건축, 토목 등 안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에
맞게끔 적정한가?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기재하였는가?
▢ 등록증 교부 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
감에게 통지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관리업무를
체계화하였나?
▢ 지자체의 시책에 따른 연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독자적인 자체운영규정을

경영기획
운영

제정하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독자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연간 시설운영 종합계획의
보고-검토-승인 절차를 수행하였나?(공공시설)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시설운영 및 실적 결과를
보고 받았나?(분기별 보고, 연간 보고 등)
▢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사업운영 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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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고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개선에 반영
하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여성가족부 또는 시․도 평가,
시․군․구 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
참여 및 성실히 준비하도록 지도하였나?
▢ 각종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과
(공개)채용 등 기준의 준수를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 법적배치 기준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 수용정원대비 전체 직원 및 정규직 직원 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채용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나?(공공시설)
▢ 종사자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자
경력을 조회-확인 절차의 준수 및 성희롱예방교육
종사자
관리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나?
▢ 종사자의 근로계약 조건 및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나? (1년 단위 근로계약시
정규직 불인정 등 정규직 채용 기준에 대한 전달,
지도 및 확인)
▢ 종사자의 퇴직금 제도, 4대보험 가입 여부, 법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근무수당 등 근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나?
▢ 종사자의 역량 개발관리를 위한 수련시설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나?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 안전, 위생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비정규직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나?
▢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이 해당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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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지도하
고 확인하였나?(배치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등)
▢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말에 운영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야간 운영 등 평일 이용시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졌는가?
▢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이 전체 이
용자 대비 6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 확대를 위한 방안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나?
▢ 청소년이용률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용자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이용률 산정-보고 및 관련
증빙자료 관리가 적절한지 확인하였나?
▢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시도 및 여성
가족부에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였나?
▢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청소년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운영되도록 지도하였나?(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40% 이내에서 이용 가능)
▢ 평일 오후(3시 기준) 및 주말 시간에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확보
하여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였나?

예산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이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하였나?(민간시설 포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집행 및 정산 결과를 체
계적으로 관리-보고하고 있는가?

각종위원
회 구성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 준수, 실행 여부를 확인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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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법적 기준에 따라 청소년운영
및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나 ?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
되고 있도록 지도하였나?(운영 제안, 참여 등)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가(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계)?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외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전체의 프로그램 중 청소년 프로
그램 비중을 높이도록 지도하였나?
▢ 봉사활동, 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정책사업 참여에 참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주5일수업제에 따른 주말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공모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관리를 실시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 평가관리
체제를 도입하도록 지도하였는가?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은
시설 밖에서 수요자 방문형의 지역사회 중심 프로
그램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가?
▢ 지역사회 요구 및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였나?
▢ 지역기관들의 연계협력에 의한 지역중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지역연계

▢ 청소년활동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문화존, 방과후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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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역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법적기준에 따른 필수
공간을 유지하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
적으로 확인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다른 기관이 상시적으로
공간을 점유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였는가?
시설 및
안전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점검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보험가입을 점검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매월 제출받아 확인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성과에 대한 포상 등 행정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사를 실시
하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
는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7조, 제70조 내지 제

행정관리

72조 참조)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현황 및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의 2에 따른 청소년수
련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를 시도에 정한 기한 내에 보고하고 있는가?

→

* 시군구 시도 :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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