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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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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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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연락처

402

청소년
문화센터

30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외곽_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93 24시간 30일 연수동 중앙감시실 일반3급 연규철 일반7급 김송이 031-218-0365

13 수원청소년문화센터내 주차장_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93 24시간 30일 연수동 중앙감시실 일반3급 연규철 일반7급 김송이 031-218-0365

8 새천년수영장_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93 24시간 30일 수영장 사무실 일반3급 연규철 일반7급 조중훈 031-218-0457

16 꿈의 체육관_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93 24시간 30일 체육관 사무실 일반3급 연규철 일반6급 김용관 031-218-0455

16 온누리 아트홀_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93 24시간 30일 온누리아트홀 사무실 일반3급 연규철 일반7급 이권재 031-218-0432

4 한아름 도서관_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93 24시간 30일 한아름도서관 사무실 일반3급 연규철 사   원 박종길 031-218-0421

광교청소년수련관 26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7번길 24 24시간 30일 방재실 일반4급 고현경 일반6급 김용주 031-216-2941

권선청소년수련관 32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201번길 42 24시간 25일 통신실 일반4급 박병준 일반6급 최낙현 031-226-1681

장안청소년문화의집 20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5번긴 114 24시간 5일 사무실 일반4급 김병호 일반5급 경상현 031-243-2863

영통청소년문화의집 24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33 24시간 30일 사무실, 통신실 일반4급 노정준 일반6급 박선우 031-273-7942

칠보청소년문화의집 28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77번길 209 24시간 15일 사무실, 통신실 일반4급 함자영 일반5급 임진삼 031-278-7342

천천청소년문화의집 33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42 24시간 30일 사무실, 통신실 일반4급 우혜윤 일반5급 김광태 031-271-2654

자유공간1호_행궁동 6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63, 3층 24시간 30일 사무실 일반4급 고현경 일반6급 김용주 031-248-2834

자유공간2호_파장동 14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73번길 24시간 30일 사무실 일반4급 김병호 일반6급 신승우 031-271-9840

자유공간3호_세류중 11 수원시권선구 덕영대로1031번길 6_세류중학교 1층 24시간 30일 사무실 일반4급 박병준 업무직 김만수 031-898-8119

자유공간4호_고색중 11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711번길 50_고색중학교 별관1층 24시간 30일 사무실 일반4급 박병준 업무직 이화은 031-278-9001

자유공간5호_제일중 9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244번길 37-52

_수원제일중학교 느티나무관 1층
24시간 30일 사무실 일반4급 우혜윤 업무직 정은미 031-248-6114

자유공간6호_송원중 14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1번길 42_송원중학교 본관 1층 24시간 30일 사무실 일반4급 김병호 일반7급 김진윤 031-248-7166

청소년 희망등대 13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93 24시간 30일 MDF실 일반3급 류주선 일반7급 조새미 031-218-0353 

청개구리마을_서호초 12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47_서호초등학교 24시간 20일 사무실 일반3급 류주선 일반7급 윤효중 031-216-4318

남자단기쉼터 7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61, 리치타워 3층 24시간 30일 회의실 일반4급 변효정 계약직 전상범 031-216-8352

여자단기쉼터 5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77 송산빌딩 3층 24시간 30일 사무실 일반6급 백소진 계약직 정택환 031-548-438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93_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지하1층 24시간 15일 사무실 代일반4급 정효경 특정업무직 심소망 031-218-0381 

수원유스호스텔 46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32 24시간 15일 본관 2층 방재실 일반3급 원유연 일반7급 송현정 031-278-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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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영상정보 처리기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