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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사업목표】

 Ÿ 지역 특화 교육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구 유출 억제 및 유입 기대

 Ÿ 선진형 융복합 교육복지 확대로 미래 지역인재 양성

 Ÿ 기존 운영 중인 교육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제고

1. 사업개요

    ❍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2 2023 비   고

사업예산 1,278 1,396   정선군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 운영업체: 매년 입찰계약으로 선정참여인원 60 60

교육과정 교과 심화학습, 비교과 컨설팅
  고등학교 1~3학년(국·영·수·사탐·과탐)

  과목 박람회, 학부모 설명회 개최

추진과제 대학 입시 지원

  ❍ 폐광지역 청소년교육(징검다리스쿨) 운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2 2023 비   고

사업예산 686 800   사북공공도서관 위탁운영

 - 폐광지역(사북읍) 초․중학생 대상참여인원 128 152

교육과정
영어, 사고력수학, 창의수학, 

로봇코딩, 디자인, 예술, 인문학 등

 ’21년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지역인재 1단계)

       교양(수학,영어,교양인문학,교양코딩)

 ’22년 초등 4~5학년, 중등 1~2학년(지역인재 2단계)

       교양(수학,영어,교양인문학,교양코딩)

 ’23년 초등 4~6학년, 중등 1~3학년(지역인재 3단계)

       교양(수학,영어,교양인문학,교양코딩)

추진과제 창의 협업형 융합교육

사업
기간

임기내 완료□
임기후 계속☑

사업
성격

신규사업□
계속사업☑

예산
구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주관
부서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팀

담당자
송윤민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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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

   m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 지원 확대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기반 조성

      Ÿ 고교학점제 반 개설 운영 지원 : 교육지원청과 협업 추진

      Ÿ 과목 박람회 개최: 과목 체험 및 상담부스 운영

    - 대입지원관 상시 운영을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 컨설팅 지원

  m 정선군 인재발전소 구축을 통한 징검다리스쿨 확대 운영

    - 위    치 : 사북읍 사북리 300-10 일원 (기존 사북어린이집 건물 활용)

    - 사업기간 : '23년 ~ '26년

    - 소요예산 : 70억원 (인재발전소 구축 30억원, 프로그램 40억원)

      Ÿ 건물 리모델링 1동 A=1,236㎡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 사업내용 : 징검다리스쿨 단계적 확대 운영

      Ÿ 1단계(고한․사북․남면), 2단계(신동․정선․임계), 3단계(화암․북평․여량)

  m 기존 사업 간 연계 추진 및 기타 공교육 지원 확대

    - 징검다리스쿨(초․중등부) ↔ 인재육성아카데미(고등부) 연계 추진

    - 교육지원청과 지속 협의를 통한 교육경비 보조 지원

3. 연도별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소계 ‛22 ‛23 ‛24 ‛25 ‛26

계 14,245 1,781 12,464 2,264 2,396 3,300 2,300 2,300

국 비

도 비

군 비 8,945 1,781 7,164 1,964 1,396 1,300 1,300 1,300

기 타 5,300 5,300 300 1,000 2,000 1,00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