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3  교육명품도시 환경 조성

사업기간 2022 ~2026 총사업비(백만원) 23,095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예산구분
중앙정부협조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예산 비예산

○ ○ ○ ○ 재정지원(도)

사업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이행률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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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과장     권석진(6260) 농정시책팀장 김영길(6291) 담당자 임도상(6265)

 목적 및 필요성

  m 도청 신도시 형성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m 이와 더불어 원도심 지역의 아동들에 대한 지역 맞춤형 교육 및

     마을 공동 돌봄 필요

  m 도농 복합도시에 맞춰 초중고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배움과 꿈을

     키우는 명품 교육도시 달성을 통한 교육을 위한 인구 유출 방지

  m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22 ~ 2026

  m (사업대상)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m (사 업 비) 23,095백만원(국비97 도비1,849 군비21,149)

  m (사업내용) 

    - 예천미래교육지구 추진(교육청과 함께 지역 공동 돌봄)

    -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지역교육지원사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고등학교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등) 운영

    - 유치원~고등학생 전체 우유급식 확대 지원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투자계획

임기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23,095 4,491 4,650 4,650 4,651 4,653

국 비 97 19 19 19 20 20

도 비 1,849 364 371 371 371 372

군 비 21,149 4,108 4,260 4,260 4,260 4,261

 연차별 추진계획

  m 임기 내 목표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인재 육성

  m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목표 추진계획 비고

2022년

‘23년

예산편성/

계획수립

○ 예산편성 및 추진계획 수립

2023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 우유급식 지원 확대

/각종 학교 교육과정운영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산 교부

○ 연차별 사업 시행

○ 사업 완료 및 정산

2024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급식 

지원 지속 추진

/각종 학교 교육과정운영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산 교부

○ 연차별 사업 시행

○ 사업 완료 및 정산

2025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급식 

지원 지속 추진

/각종 학교 교육과정운영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산 교부

○ 연차별 사업 시행

○ 사업 완료 및 정산

2026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급식 

지원 지속 추진

/각종 학교 교육과정운영 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산 교부

○ 연차별 사업 시행

○ 사업 완료 및 정산



 세부추진실적

연도 월 추진실적 비고

2021년

1월~12월
○ 미래교육지구 업무 추진 및 업무협의(교육지원청)

  ※ 미래교육지구사업(2020~2023)

2월 ○ 주민지원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

3월
○ 지역교육지원사업 및 고등학교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운영비 교부(1,108백만원)

4월~7월 ○ 중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5개교 8개프로그램)

6월 ○ 초등학교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관내 5학년)

7월 ○ 청소년 성장캠프 운영

11월 ○ 중학교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관내 중학교 2학년)

2022년

2월
○ 주민지원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

○ 단샘마을교사봉사단 교사 모집(15명)

3월
○ 지역교육지원사업 및 고등학교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운영비 교부(1,258백만원)

4월~6월 ○ 단샘마을교사봉사단 프로그램 운영(15개 프로그램)

6월 ○ 초등학교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내 5학년)

5월~6월 ○ 초‧중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6개교 19개 프로그램)

 기대효과

  m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m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 양성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m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