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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현재 공부방 이용현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일 평균 인원이 꾸준히 이용한다 1 13 33.3 33.3

평일엔 소수이고, 학교 시험때 이용자가 많다 2 17 43.6 43.6

평일에도 적정인원이 이용하고 학교시험기간엔
이용자가 더 많다

3 9 23.1 23.1

39 100.0 100.0

a2 공부방 운영경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최소경비도 안 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1 4 10.3 10.3

부족한 편이다 2 19 48.7 48.7

현재 공부방 운영 수준에서 볼 때 적절하다 3 14 35.9 35.9

현재 공부방 운영 수준에서 볼 때 넉넉한 편이다 4 2 5.1 5.1

39 100.0 100.0

a3_1 공부방 운영의 문제: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재정적 어려움 1 8 20.5 20.5

낮은 이용률 2 15 38.5 38.5

인력 부족 3 2 5.1 5.1

과중한 업무부담 4 1 2.6 2.6

프로그램 부족 5 7 17.9 17.9

협소한 공간 6 2 5.1 5.1

열악한 시설환경 7 4 10.3 10.3

39 100.0 100.0

1. 귀하의 관할 청소년공부방 이용현황은 어떠합니까?

2. 현재 청소년공부방의 운영경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3.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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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_2 공부방 운영의 문제: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재정적 어려움 1 5 12.8 12.8

낮은 이용률 2 7 17.9 17.9

인력 부족 3 4 10.3 10.3

과중한 업무부담 4 1 2.6 2.6

프로그램 부족 5 11 28.2 28.2

협소한 공간 6 1 2.6 2.6

열악한 시설환경 7 10 25.6 25.6

39 100.0 100.0

a4 향후 바람직한 지원 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현행처럼 시군비 지원형식으로 운영한다 1 2 5.1 5.1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국비지원으로 환원하되,
지원을 늘려 제대로 운영한다

2 11 28.2 28.2

유사 기능이 많으므로 점차 공부방은 폐지한다 3 15 38.5 38.5

점차 지역아동센터나 타 용도로 전환하여 운영한
다

4 11 28.2 28.2

39 100.0 100.0

a5 향후 바람직한 도서지원 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현행처럼 도비(30%)와 시군비(70%) 매칭형식
으로 운영한다

1 7 17.9 17.9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으
로 하며, 지원을 늘려 제대로 운영한다

2 10 25.6 25.6

유사 기능이 많으므로 점차 공부방은 폐지한다 3 13 33.3 33.3

점차 지역아동센터나 타 용도로 전환하여 운영한
다

4 9 23.1 23.1

39 100.0 100.0

3.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순위

4. 광특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금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도비지원 청소년공부방의 경우는 향후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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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향후 공부방 운영의 계획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양적 확대 및 활성화 1 1 2.6 2.6

가능한 운영 지속 2 13 33.3 33.3

점진적 중단(폐지) 3 3 7.7 7.7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중단(폐지)하고, 일부는
운영 지속

4 18 46.2 46.2

지역아동센터나 타용도로 전환 5 4 10.3 10.3

39 100.0 100.0

a7 향후 바람직한 방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양적 확대 및 활성화 1 1 2.6 2.6

가능한 운영 지속 2 8 20.5 20.5

점진적 중단(폐지) 3 7 17.9 17.9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중단(폐지)하고, 일부는
운영 지속

4 15 38.5 38.5

지역아동센터나 타용도로 전환 5 7 17.9 17.9

기타 6 1 2.6 2.6

39 100.0 100.0

a8 공부방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크게 도움이 된다 1 5 12.8 12.8

조금 도움이 된다 2 21 53.8 53.8

보통이다 3 6 15.4 15.4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6 15.4 15.4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5 1 2.6 2.6

39 100.0 100.0

6. 향후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귀 시군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7. 귀하께서는 향후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귀하께서는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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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공부방이 제도화 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크게 도움이 된다 1 3 7.7 7.7

조금 도움이 된다 2 16 41.0 41.0

보통이다 3 1 2.6 2.6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18 46.2 46.2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5 1 2.6 2.6

39 100.0 100.0

a1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남성 1 16 41.0 41.0

여성 2 23 59.0 59.0

39 100.0 100.0

a1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30대 1 21 53.8 53.8

40대 2 14 35.9 35.9

50대 3 2 5.1 5.1

60대 이상 4 2 5.1 5.1

39 100.0 100.0

9. 귀하께서는 청소년공부방이 법률 및 조례 등에 의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십니까?

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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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고졸 1 1 2.6 2.6

전문대졸 2 8 20.5 20.5

대졸 3 28 71.8 71.8

대학원 이상 4 2 5.1 5.1

39 100.0 100.0

a14 공부방 근무경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년미만 1 21 53.8 53.8

1년이상 3년미만 2 14 35.9 35.9

3년이상 5년미만 3 2 5.1 5.1

5년이상 7년미만 4 1 2.6 2.6

7년이상 5 1 2.6 2.6

39 100.0 100.0

13. 귀하의 학력은?

14. 귀하의 청소년공부방 근무 경력은 총 몇 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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