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1  신도시 2단계 중학교 신설 추진

사업기간 2022~2026 총사업비(백만원) -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예산구분
중앙정부협조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예산 비예산

○ ○ ○ ○ 행정적 지원

사업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이행률

○

주관부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6080) 교육지원팀장 김수진(6197) 담당자 이유리(6199)

 목적 및 필요성

  m 도청 이전 신도시 1단계 인구 유입에 의한 중학교 학령인구 증가와 

2단계 사업 추진 대비 중학교 신설 필요

  m 거주지(예천)와 학군(안동)의 불일치로 행정, 교육 분야 간 상호

협력행정 실행 어려움에 따른 개선 필요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m (위    치) 호명면 산합리 384-2번지

  m (사 업 비) 381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m (사업내용) 예천지역 내 신설 중학교 유치

    - 37학급(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예정



 연차별 추진계획

  m 임기 내 목표 : 교육부 중앙심사통과 행정절차 완료

  m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목표 추진계획 비고

2022년
유관기관 

협의

○ 예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미팅 및 협의 

2023년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의뢰

○ 건설사 공동주택 분양공고  

○ 예천교육지원청 주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2024년 예산확보 ○ 교육부 교부금, 도의회 예산 의결 교육청

2025년

~2026년

학교부지 

확보 및 공사 
○ 학교부지 확보 및 공사 착공, 진행 교육청

2027년

(임기 후)
개교 ○ 예천지역에 중학교 설립 완료

 세부추진실적 

연도 월 추진실적 비고

2021년

1월 ~ 12월
○ 경북개발공사 및 예천교육지원청, 경북도청에 공동주택

   택지분양 및 학교 신설 지속 건의 (10여회 )

11월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1차) (예천교육지원청)

 - 설립시기 조정 및 신도시 2단계사업 전체학교 설립계획

    전면 재검토 회신

2022년

2월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2차) (예천교육지원청)

  - 설립시기 조정 및 신도시 2단계사업 전체학교 설립계획

    전면 재검토 회신

4월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3차) (예천교육지원청)

  - 설립시기 조정 및 신도시 2단계사업 전체학교 설립계획

    전면 재검토 회신

6월 ○ 경북개발공사 부지매각 완료

�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89조에�의거�중학교� 2개교�설치기준�

� � � � � 세대� 12,000~� 18,000세대� (2022년�기준� � 9,118세대)



 문제점 및 대책

  m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시 분양공고문이 필수로 첨부 되어야

하므로 건설사 공동주택 분양공고 이후에 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 

의뢰)가 진행될 수 있음

    ※ 부지매각 건설사 현황

위    치 세대수 건  설  사 부지매각일
분양공고 

예정일

안동부지

G2(S-2, S-3BL)
2,178

중흥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
2021.11.8.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

안동부지

G1(S-1BL)
1,080 제일건설 2021.12.6.

예천부지

G3(A-4-1BL, A-4-2BL, 

B-10-1BL, B-10-2BL)

2,418 대우건설 컨소시엄 2022.6.14.

 기대효과

  m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 해소로 학습 능력 향상

  m 학급별 교육 인원 적정화로 교육의 질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