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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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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 진천교육도서관

직원 현황

( 2021. 1. 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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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진천교육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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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현황
( 2021. 1. 1.

구분
학교급

학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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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2

현재 )

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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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수: 특수학급 포함

3. 평생교육기관 현황
(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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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재정 현황
□ 예산규모: 75억 9,396만원
( 2021. 1. 1.

세

입

의존수입 :

74억 95만원(98.7%)

자체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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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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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유·초·중등교육 : 38억 8,949만원(51.22%)
평생․직업교육 : 11억

63만원(14.49%)

: 26억

384만원(34.29%)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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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학교자치
꽃피우는
민주학교

자기주도성
키우는
학습안전망

기후위기
대응
학교환경교육
고교교육
행복·감성
혁신
그린스마트
미래인재
미래학교
육성

기본 방향 해설
교육비전

함께 행복한 교육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지향하고, 서로 배려하고 모두 존중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길러,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교육지표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신나는 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의 교육적 만남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따뜻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함께 성장
하겠습니다.

교육시책
¢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민주학교는 참여와 소통, 협력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공동체입니다. 민주적인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
고, 교육주체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ㆍ운영ㆍ평가하며, 그 결과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학교민주주의를 구
현하겠습니다.

¢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협업적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미래형 교육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혁신을 전 학교에 일반화하여 기초학력부터 미래학력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ㆍ예ㆍ체교육
문화적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겸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
문학적 소양을 꽃피우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으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키우겠습니다.

¢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ㆍ안전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ㆍ안전교육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도록 생태적 감수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빈틈
없는 교육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교육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성장할 수 있도록 공
참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2. 진천교육의 기본방향

3. 충북 미래교육 방향

충북 미래교육의 핵심은 사람이다. 모든 아이들이 삶의 주도성을 확립하고, 학교, 지
역,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학생들의 주도성을 역량으로 길러내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디지털과 친환경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
인 융합교육이 가능한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한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
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시민성을 실천하고,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학교·
대학·마을·지역사회가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한다

4.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미래학력

5. 학교교육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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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ㆍ예ㆍ체교육

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ㆍ안전교육

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행복 ON 교육이란
생거진천 행복교육의 바탕에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소통․협력하는
미래교육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생거진천-Ever ON교육」으로
학생의 기초학력 제고를
「생거진천-Edu ON교육」으로
고교 학점제의 안착을
「생거진천-Happy ON교육」으로
지역과 협력하는 진천행복지구 운영을 통해
‘

’을 실현하겠습니다.

□ 2021년 충북교육 정책추진 5대 방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자치활동 활성화

자율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민주학교 실천

학교자율운영 기반 지원(교육과정, 학교회계, 인사정책 등)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업무 재구조화
학교성장을 위한 환류와 개선 중심의 학교자체평가 실시

주도적
배움을 위한

혁신 교육
질적 심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학습환경구축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와 학생주도학습 다양화
학교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한 학교혁신 확대
행복씨앗학교 및 행복자치미래학교 운영 모델 다원화
교육과정 다양화 및 혁신교육 심화를 위한 행복동행학교
(민주학교, 초록학교, 미래형 대안학교, KEDI학교, KICE학교)
미래인재육성 모델 현장 안착
학생 성장을 돕는 미래형 대안학교 설립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한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내실화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통한 방역 안전망 구축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격차 해소

맞춤형 학습 지원 확대와 수업의 질 제고로 학습 안전망 마련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돌봄 확대 및 돌봄 서비스 질 제고
교육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진로진학 정보 격차 해소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
대학,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교육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지역 특색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 확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시스템 구축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시책

추진과제
1-1.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 학교

1-2.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1-3. 참여와 소통의 교육협치
1-4.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
2-1. 충북형 미래학력 내실화

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 교육

2-2.
2-3.
2-4.
2-5.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교육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

3-1.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3. 공감능력을 키우는

3-2. 감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문ㆍ예ㆍ체 교육

3-3.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소양교육
3-4.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ㆍ보건교육
4-1.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교육

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ㆍ안전교육

4-2.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4-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4-4.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5-1.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5. 함께 성장하는
교육 복지

5-2.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5-3.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5-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 학교자치 꽃피우는 민주학교
• 자기주도성 키우는 학습안전망

중 점 사 업

• 고교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
• 기후 위기 대응 학교환경 교육
• 행복·감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온마을이 학교다! 생거진천 행복 교육

시책 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민주학교는 참여와 소통, 협력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공동체입니다.
민주적인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주체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ㆍ운영ㆍ평가하며, 그 결과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학교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1- 1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
․
․
․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인권교육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1- 2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
․
․
․

민주적인 학교자치 시스템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생자치
참여와 성장의 학부모자치
공감과 동행의 교직원자치

1- 3 참여와 소통의 교육협치
․
․
․
․

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
군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상호존중의 노사관계

1- 4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
․
․
․
․

학교중심 행정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자율과 성장중심 평가
「청렴·진천교육」 실현

추진과제
1-1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추진과제 목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운영으로 학교민주주의 실현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으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1-1-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학교민주주의 지표 학교현장 적용 확대
교육공동체 헌장 안착과 실천하는 생활협약 만들기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민주시민 체험활동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1-1-2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진천 청소년 사회참여발표회 운영
협업적 문제해결 토의한마당 운영

1-1-3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인권교육
학생․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학생 평화·인권 포럼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지역사회 연계 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 강화

1-1-4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원보호를 위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맞춤형 심리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힐링 연수 운영 지원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1-1-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1-1-2

민주시민인성교육운영

1-1-3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인권교육

1-1-4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

추진사업

계

예산

집행액
0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

11,930

○○○

0

○○○○

2,500

○○○○

14,430

기대효과
존중과 배려, 참여와 실천의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문화 구현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통한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

추진과제
1-2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추진과제 목표
소통과 공감의 민주시민교육으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
교육공동체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로 학교자치 운영 기반 조성

1-2-1

민주적인 학교자치 시스템
학생자치회의실 구축 지원
학생자치활동 운영 매뉴얼 활용 지원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1-2-2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생자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교육공동체 참여
학생자치회 리더십 교육 강화
학생참여위원회 교육장과의 대화 정례화
학생참여위원회 활동 활성화

1-2-3

참여와 성장의 학부모자치
학부모 교육참여 선순환 체계 구축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및 소통 강화 지원
지역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학부모 연합회 조직 운영

1-2-4

공감과 동행의 교직원자치
민주적인 교직원 협의문화 정착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자율적 교육책무성 강화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1-2-1

민주적인 학교자치 시스템

1-2-2

학생자치회운영

1-2-3
1-2-4

예산

○○○○

4,000

○○○

240

○○○○

2,605

○○○

0

○○○○

공감과 동행의 교직원자치
계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0

학부모연수
행복나눔학부모아카데미

집행액

6,845

기대효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협력적 문제 해결 및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민주적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 습득을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 역량 제고
학교 자율성 확대 및 교직원 자치문화 활성화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자율적 책무성 제고

추진과제
1-3

참여와 소통의 교육협치

추진과제 목표
공감과 협력의 소통문화 활성화로 교육정책 공유 확산
교원단체ㆍ노동조합과의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1-3-1

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운영: 지역협의회 2회(상·하반기)
진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진천군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운영

1-3-2

군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언론사, SNS 등을 활용한 교육시책 홍보 추진
학부모기자단 운영
진천교육지원청 홍보대사 운영
교육정책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생거진천 소식지 홍보(월1회)

1-3-3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교원단체와 소통강화 및 교육사업 지원
교원 노사관계 연수 강화
교원단체와 협의·협약 성실 이행

1-3-4

상호존중의 노사관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성실 이행
안정적 노동조합 활동보장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활성화
노사 사회봉사활동 등 공동사업 추진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교육발전협의회(총무팀)

1-3-1

예산

집행액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0

○

농어촌 교육발전협의회(행정팀)

400

○

교육행정협의회(행정팀)

880

○

47,900

○

1-3-2

교육홍보활동지원

1-3-3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0

1-3-4

상호존중의 노사관계

0

계

○○○○
○

49,180

기대효과
협력과 상생의 학교 지원 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
농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 관련 시책의 효율적 추진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다각적 정책협의로 교육과제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 적극 노력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를 통한 예산편성 및 교육재정운영의 민주·투명·공정성
제고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치 강화

추진과제
1 -4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

추진과제 목표
자율과 성장 중심의 평가와 행정지원으로 교육활동 지원체제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신뢰받는「청렴 – 진천교육」 실현

1-4-1

학교중심 행정지원
학교지원팀 운영 내실화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체제 안착
찾아가는 필수 집합연수 강사 지원
단기수업지원 순회기간제교사 지원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시설관리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컨설팅·예방 중심의 지원형 자체감사 실시: 총 8개 학교(초 7교, 중 1교)

1-4-2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인사제도의 공공·투명성 강화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연수
전보순위 명부공개(지방공무원: 정기인사 15일 전까지), 2회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제 실시(근무여건 및 본인의사 고려), 2회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 교육재정의 운영현황 공개 및 계약의 청렴서약 의무화(수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계약 과정 탑재

1-4-3

자율과 성장중심 평가
자율성·책무성을 동반한 학교자체평가 실시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제 운영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 실시

1-4-4

청렴-진천교육 실현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청렴서포터즈 및 청렴동호회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청렴컨설팅 실시
행동강령책임관 운영
청렴 공무원 선정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 및 부패취약분야 지도·점검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학교업무바로지원

2,200

학교지원업무발굴단
1-4-1

집행액

초등단기수업지원순회기간제교사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

650

○

8,300

○

찾아가는 필수집합연수 강사 지원

0

○○○

컨설팅·예방중심의 지원형 자체감사

0

○

400

○

1-4-2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4-3

교육행정기관평가

1,100

○

1-4-4

청렴시책추진

3,220

○

계

15,870

기대효과
학교지원 강화로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자율과 책임의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 구축
교육가족 청렴 역량 제고 및 반부패 의식 구축

시책 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협업적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미래형
교육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혁신을 전 학교에 일반화하여 기초학력부터 미래학력까지
「생거진천 Edu-ON 교육」으로 책임지겠습니다.
2- 1 충북형 미래학력 내실화
․
․
․
․
․

고교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 모델 창출
배움중심 학교문화 혁신
배움과 성장중심 수업⁃평가⁃기록
학교 안팍 집중지원 기초학습안전망
세계와 소통하는 외국어교육

2- 2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
․
․
․
․

행복씨앗학교 2.0 내실화
미래형 교육공간 대혁신
미래형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
충북행복교육지구 2.0 운영

2- 3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교육
․
․
․
․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꿈을 향한 행복 나침반! 자유학년제
학생 중심 행복교육·책임교육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2- 4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
․
․
․

기초를 다지고 첨단을 누리며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 과학교육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활동 중심 수학교육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정보교육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

2-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
․
․
․
․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직업 역량강화
취업·창업 지원 네트워크

추진과제
2- 1

충북형 미래학력 내실화

추진과제 목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ㆍ특성화로 고교교육력 향상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ㆍ기록 혁신으로 충북형 미래학력 신장

2-1-1

고교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 모델 창출
일 반 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체 육 고: 스포츠 전문과정 심화, 스포츠 인재과정 신설 준비
특성화고: 미래산업 대비 학과 개편 확대
지역연계 육성사업 지원(관내 고 4개교)

2-1-2

배움중심 학교문화 혁신
3월 ‘수업과 관계집중의 달’ 운영
단위학교 맞춤형 자율장학 활성화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자율장학 활성화
선행교육 근절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점검(2회)
자기계발 시기 학사운영 내실화

2-1-3

배움과 성장중심 수업 ⁃ 평가 ⁃ 기록
학생참여중심 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연수 지원
과정 중심 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한 평가지원단 운영 및 연수 지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기반 학교 평가의 자율성 강화
교육연구회 및 수업 나눔 축제 참여
교육과정·수업·평가·학생부 기록 일체화 운영 지원

2-1-4

학교 안팍 집중지원 기초학습안전망
초등 저학년 한글책임교육·기초수학교육 강화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맞춤형 학습지원 두드림학교 운영(초·중 22교)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학습코칭 및 전문치료기관 연계 지원

기초학력보장 지원체제 강화
2-1-5

세계와 소통하는 외국어교육
영어 체험교실 운영(초·중 22교)
진천군 중국어캠프 운영 지원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운영 지원(11월, 초·중·고)
영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2-1-1

고교 미래인재양성 교육과정 모델 창출

0

2-1-2

배움 중심 학교문화 혁신

0

2-1-3

교육과정수업평가학생부일체화컨설팅

2-1-4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2-1-5

영어 체험교실 운영
계

예산

집행액

3,070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
○○
○

0

○○

150,000

○○

153,070

기대효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및 배움중심 학교문화 확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및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으로 충북형 미래학력 신장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및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추진과제
2-2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

추진과제 목표
행복씨앗학교 2.0 안착과 진천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학교혁신 일반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놀이문화 확산으로 창의적ㆍ협력적 인재양성

2-2-1

행복씨앗학교 2.0 내실화
행복씨앗학교 복수모델 다원 확산 모형 적용
행복씨앗학교 지원체계 확대
학교혁신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강화
학교자치 역량강화 사업 활성화

2-2-2

미래형 교육공간 대혁신
행복·감성 NEW SPACE 프로젝트 확대
행복·감성이 묻어나는 개성 있는 학교색깔 꾸미기
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피지컬 융합공간 구축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 밖 배움터 공간 확대

2-2-3

미래형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
공립형 대안중학교 운영 지원
공립형 대안고등학교 운영 지원
전환기교육 시스템 구축 지원

2-2-4

충북행복교육지구 2.0 운영
행복교육지구 협의체제 구축
교육협력체제 네트워크 활성화
『생거진천 온』 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배움터 『행복마을학교』운영
청소년 꿈키움 프로젝트 운영
생거진천 『예술이 꽃피는 마을 』운영

생거진천 『이야기가 흐르는 마을 』운영
생거진천 『미래가 빛나는 마을』운영
학교 밖 지역연계 상시 마을돌봄 운영(4개)
초등 3학년 사회과 지역화교재 ‘살기 좋은 진천 3’ 보급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집행액

2-2-1

학교혁신지원단운영

2-2-2

미래형 교육공간 대혁신

0

2-2-3

미래형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

0

2-2-4

충북행복교육지구운영
사회과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계

1,100

300,000
11,700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
○
○○
○○○○○
○

312,800

기대효과
배움과 소통을 통한 자율적 교직문화 조성으로 협력과 성장 중심의 교육실현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 정착

추진과제
2- 3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교육

추진과제 목표
학생 맞춤형 진로ㆍ진학교육으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 신장
학생 중심, 현장 중심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배움과 삶을 연계하는 인재육성

2-3-1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미래사회 대비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강화
학교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원 역량 제고
생거진천 미래지기 진로캠프 운영
지역사회 진로교육 협력체계 확립(진천군청, 우석대, 기업협의회)
진로교육원 연계 체험형 진로교육 강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2-3-2

꿈을 향한 행복 나침반! 자유학년제
학교별 특색을 살린 자유학년제 내실화
자유학년제 및 연계학기 희망학교 지원
교원의 자유학년제 운영 전문성 강화

2-3-3

학생 중심 행복교육·책임교육
학교별 특색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 개인별 맞춤형·선택형 고교학점제
지역별ㆍ권역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고교교육력도약 프로젝트 내실화

2-3-4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단위학교 진학 역량강화 지원
상시 진로·진학상담 지원체제 운영
고입전형 관리 및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일반고 대상 1교 1진학전문교사 배치 지원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2-3-2
2-3-3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생거진천미래지기진로캠프
꿈을 향한 행복 나침반! 자유학년제
학생 중심 행복교육·책임교육

2-3-4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2-3-1

계

예산

집행액

0
16,130
3,630
0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
○
○
○○○

0

○

19,760

기대효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체험으로 마을과 함께 하는 진로교육 실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으로 모두가 주인공인 행복교육 실현
학교 교육의 특성화·다양화를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

추진과제
2- 4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추진과제 목표
미래를 이끄는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으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정보(SW)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중심 문제해결 역량강화

2-4-1

기초를 다지고 첨단을 누리며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 과학교육
미래를 이끄는 과학교육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과학교육 실시

2-4-2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활동 중심 수학교육
삶과 놀이가 연계된 수학교육 기반 조성
수학 학습격차 방지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지원
충북수학축제, 수학 성장학교 운영 지원

2-4-3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정보교육
학생 참여형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환경 조성
SW교육 중심 진천 AI 영재학급 운영 지원
진천 IT 드림 스카우트 운영 지원
미래를 코딩하는 정보(SW)교육 활성화
AI 중심교 운영,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운영

2-4-4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
창의융합 인재 양성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AI 영재학급 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 연계 심화교육 지원
영재교육 담당교원·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2-4-1
2-4-2
2-4-3
2-4-4

추진사업

예산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탐구올림픽대회
과학의 달 행사
여름과학캠프
사고력을 키우는 활동중심 수학교육
컴퓨터꿈나무축제
영재교육프로그램운영
영재교육거점센터운영
계

집행액

2,660
1,080
150
4,000
0
1,540
14,000
22,00
23,430

기대효과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활동·탐구 중심의 재미있는 수학교육 실현
체험과 활동 중심의 과학·수학교육으로 창의융합 인재양성
AI교육 및 소프트웨어(SW)교육을 통한 지식정보처리 역량 강화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
○○
○○
○○
○○○
○○○
○○
○○

추진과제
2- 5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

추진과제 목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직업교육 다양화ㆍ특성화 구현
산업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계고 취업역량강화

2-5-1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운영
직업계고 운영체제 및 첨단학과 개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

2-5-2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직업계고 혁신지원사업 운영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직업교육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개선

2-5-3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직업역량강화
첨단 공동실습소 운영
직업교육 경진대회 지원
직업계고 에듀테크 교원 역량강화 지원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홍보

2-5-4

취업ㆍ창업 지원 네트워크
직업계고 취업기능강화사업 운영
취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창업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집행액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

2-5-1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
2-5-2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2-5-3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직업 역량강화

0
0
0

○
○

2-5-4 취업·창업 지원 네트워크

0

○

계

0

기대효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육성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으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시책 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문화적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겸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꽃피우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으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키우겠습니다.

3- 1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ㆍ예술교육
․
․
․
․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대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체험하는 문화예술축제 운영
지역 예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3- 2 예술적 감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
․
․
․

학교예술교육 지원 사업 내실화
예술적 감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교육 교원 역량강화
공감·소통의 교직원 문화예술 축제 운영

3- 3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소양교육
․
․
․
․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인문소양교육
생각을 키우는 독서·토론교육
미래역량을 기르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 운영

3- 4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교육
․
․
․
․

내실있는 체육교육과정 운영
자율적인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
학교 보건교육·학생 건강관리

추진과제
3-1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ㆍ예술교육

추진과제 목표
학교ㆍ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문화ㆍ예술교육 강화
지역과 연계한 지속적ㆍ자생적 학교예술교육 지원으로 공감ㆍ소통능력 향상

3-1-1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대
진천예술교육협의체 구성·운영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지원

3-1-2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예술중점학교 운영 지원
예술이음학교 운영 지원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지원
진천청소년챔버오케스트라 운영

3-1-3

지역사회와 공감·소통하는 문화예술축제 운영
진천 청소년한마음 축제 지원
생거진천 미래지기 축제 운영 지원
진천 아트클러스터 운영 지원
- 초등․중등 미술 영재반 운영
- 지역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 강좌 개설 운영

3-1-4

지역 예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진천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확대 지원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 추진
진천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활용 지원
진천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확대 지원

- 자연 톡톡, 감성 톡톡: 자연과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 송강 정철 문화예술 마을학교: 가족과 함께 즐기는 공예체험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3-1-1

추진사업

예산

집행액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예술교육협의체운영

1,200

○○○

지역연계프로그램운영

6,500

○○○

진천청소년챔버오케스트라운영(교육청)

30,000

○○

진천청소년챔버오케스트라운영(군청)

30,000

○○

3-1-3

행복교육아트클러스터운영

20,000

3-1-4

지역연계예술교육활성화

3-1-2

계

7,700

○○○○○
○○○○

87,700

기대효과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로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
학생과 지역주민의 예술적 체험 및 소질 개발 기회 제공을 통한 행복한 진천교육 실현

추진과제
3-2

예술적 감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추진과제 목표
학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교육 기회 보장으로 예술적 감수성 향상
문화・예술교육 체험 및 교직원 예술활동 지원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3-2-1

학교예술교육 지원 사업 내실화
1학생 1예술 활동 운영 지원
학생오케스트라·학생관(현)악부 운영 지원
학생뮤지컬·학교연극 운영 지원
악기 및 예술강사 지원

3-2-2

예술적 감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학생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미술동아리 운영 지원
합창활동 「감성소리숲」 운영 지원
전시·공연 관람 「예술보따리」 운영 지원

3-2-3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교육 교원 역량강화
예술교과연구회 운영 지원
교사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충청북도교육청교육사랑합창단 운영
학교문화예술교육 온·오프라인 역량강화 연수 지원

3-2-4

공감ㆍ소통의 교직원 문화예술 축제 운영
사제동행 충북교원미전 운영 지원
충북교원사진전 운영 지원
교직원 문화예술 축제 운영 지원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집행액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3-2-1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내실화

0

○○○

3-2-2

감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0

○○○○

3-2-3

문화예술 역량강화 연수

8,000

○○○

계

8,000

기대효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 감수성 향상 및 예술적 소양 함양
학교예술교육의 안착으로 문화 공감능력 확대와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지역예술문화 환경 조성 선도

추진과제
3-3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소양교육

추진과제 목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문소양교육 활성화로 사회적 공감능력 향상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다양화로 문화적 상상력을 지닌 미래인재 육성

3-3-1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인문소양교육
지역사회 연계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지원
공공도서관 지역특성 연계 인문소양교육 지원
특색있는 지역 학교별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문소양 역량강화 연수
사제동행 인문행성 프로그램 운영

3-3-2

생각을 키우는 독서·토론교육
교육과정 연계 독서·논술·토론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문독서 소양 증진을 위한 독서 특강 운영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테마여행 및 연합독서캠프 운영
교원 독서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책날개 연수
한 학기 한 권 읽기(온 책 읽기) 운영 지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3-3-3

미래역량을 기르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온·오프라인 충북 학교독서축제 운영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및 수업 지원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현대화 구축
교육과정 중심의 장서확충 지원
학교도서관 장서점검 및 컨설팅 지원

3-3-4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 운영
맞춤형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지역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온·오프라인 충북교육도서관 북 페스티벌 운영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3-3-1
3-3-2

추진사업

예산

집행액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교육지원청인문소양교육운영

2,710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4,505

○○○○

독서교육현장지원단운영

3-3-3

미래역량을 기르는 인문·독서동아리

3-3-4

독서교육프로그램운영(책으로여는세상)
계

290
0
9,000

○○
○○○
○○

16,505

기대효과
다양한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공감 능력과 상상력 키우기
다양한 인문·독서 활동 활성화로 공감·소통 능력을 지닌 미래인재 육성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로 문화적 상상력 신장

추진과제
3-4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교육
체육
·보건교육
체육·

추진과제 목표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인재육성
학교운동부 문화 개선과 보건교육 강화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3-4-1

내실있는 체육교육과정 운영
체육교육과정 지원 전문 인력배치
초등 수영실기(생존수영)교육 지원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및 건강체력 강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확충

3-4-2

자율적인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1학생 1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초등학교 동아리축구대회 운영
단위학교 자율체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리그대회 활성화

3-4-3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
공부하는 학생 선수 지원, 학습권 보장 및 인권교육 강화
학교운동부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교육 강화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제고
충청북도소년체육대회 등 각종대회 운영

3-4-4

학교 보건교육·학생 건강관리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학생 건강검사 실시
응급처치교육 강화

학생 및 교직원 성교육 강화
학교흡연예방사업추진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집행액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3-4-1

학교체육지역협의체운영

10,000

○○○

3-4-2

학교스포츠클럽교육지원청단위리그

17,100

○○○

137,880

○○○

74,500

○○○

양성평등및성교육

3,590

○○○○

보건교육과정운영

3,985

○○○○

3-4-3
3-4-4

각종체육대회
학교체육육성종목지원

계

247,055

기대효과
체계적인 보건교육 지원으로 학교보건 운영의 내실화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및 인재육성 기여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으로 학습권 보장

시책 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을 실천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도록 생태적 감수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4- 1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교육
․
․
․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운영
학교-지역사회 협력적 환경교육
환경교육 인프라 정비

4- 2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
․
․
․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체제
학교 부적응학생 상담활동

4- 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
․
․
․

체험 중심 안전교육
협업·지원 중심 안전관리체계
안전한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영양교육

4- 4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
․
․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교육시설 안전망 구축
자연친화적 미래형 교육환경
맞춤형 학생배치

추진과제
4-1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교육

추진과제 목표
학교ㆍ마을ㆍ환경의 융합과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 구현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로 생태적 감수성 함양

4-1-1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교육과정 연계 환경교육
환경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학성초 역사 둘레숲 생명·생태놀이교육 활성화 지원(유·초·중)
지역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4-1-2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운영 확대
초록학교 거버넌스 확대 운영
지속가능한 초록학교 확산
초록학교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

4-1-3

학교⁃지역사회 협력적 환경교육
학교⁃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마을 연계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초·중 22교)
진천 생태·환경 프로젝트 토론대회 운영(초·중 22교)
지역 내 환경관련 유관기관과 학교 협력 강화(행복교육지구)

4-1-4

환경교육 인프라 정비
진천 환경교육 추진 협의체 운영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연계 강화
생태교육 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망 구축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4-1-1

역사둘레숲생명생태놀이교육활성화

4-1-2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운영

4-1-3

생태·환경프로젝트토론대회

4-1-4

환경교육 인프라 정비
계

예산

집행액

30,000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

0

○○

3,240

○○

0

○○○

33,240

기대효과
초록학교 조성과 환경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생태감수성 함양
생태환경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구현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

추진과제
4-2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추진과제 목표
존중과 배려의 시민성을 갖추고 공동체성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으로 평화로운 학교 조성

4-2-1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지원체제 구축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강화
평화통일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평화통일교육 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

4-2-2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교육과정 연계 실천 중심 인성교육 내실화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매뉴얼 보급·확산
평화로운 심성함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4-2-3

학교폭력 예방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확대
교육가족 힐링센터 설립 추진
학교폭력 예방 중장기 프로젝트(PEACE SCHOOL)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확대
SOS 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 운영

4-2-4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확대
지자체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4-2-5

학교부적응학생 상담활동
치유·성장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지원
치유·성장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반 강화
치유·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위기학생 연계 상담시스템 구축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집행액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4-2-1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0

○○○○

4-2-2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

0

○○○○

1,550

○○○○

70,000

○○○○

670

○○○○

4-2-3
4-2-4
4-2-5

학교폭력책임교사역량강화연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
학업중단예방담당교원연수
Wee센터운영

33,955

학생정신건강지원

4,110

계

110,285

○○○○

기대효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정체성 인식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담으로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의 적응력 향상
시우지화 학생 맞춤형 생활지도 강화

추진과제
4-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추진과제 목표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로 위기대처능력 강화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
위생적인 급식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배움터 실현

4-3-1

체험 중심 안전교육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및 교과 연계 안전교육 강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
찾아가는 가스안전체험교실 운영
지역 및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안전교육 확대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보급

4-3-2

협업 ․ 지원 중심 안전관리체계
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학교 안전점검 정례화 및 안전관리 컨설팅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내실화

4-3-3

안전한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교육여행 컨설팅 운영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의무화
교원 안전요원 직무연수 운영 안내
교육여행 운영 매뉴얼 보급

4-3-4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ㆍ영양교육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구성·운영
학교급식 시설 및 기구 현대화 사업 추진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Non-GMO 식재료 공급,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추진
좋은 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동 구매제 운영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4-3-1

체험중심 안전교육

4-3-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4-3-3

안전한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4-3-4

학교급식관리

4-3-5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제공
계

예산

집행액
0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

1,939

○

0

○○○○

7,536

○○○○

0

○○○○

9,475

기대효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운영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신장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안전하고 현대화된 급식 환경 개선으로 급식의 질 및 만족도 향상
각급학교 인터넷서비스 통합관리 및 예방정비로 장애 최소화

추진과제
4-4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추진과제 목표
교육시설 현대화 및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미래형 학교 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교육기반 마련

4-4-1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점검 및 관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
학교 석면건축물 DB입력 및 관리

4-4-2

교육시설 안전망 구축
교육시설 안전점검
공사현장 안전점검
내진보강, 석면제거 사업 추진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시설자료수집 및 입력

4-4-3

자연친화적 미래형 교육환경
교육수요자 중심 친환경 학교시설 조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내·외부 교육시설개선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실내외 자연친화적 놀이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기설비개선
공간혁신을 통한 미래형 교육환경 개선

4-4-4

맞춤형 학생배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 학생배치계획 수립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4-4-1
4-4-2

추진사업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

집행액

9,820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

교육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

0

○○

교육시설 석면제거사업 추진

0

○○

교육시설 안전점검

0

○○○○

4-4-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4-4

학생배치계획지원
계

1,523,607
3,660

○○○
○

1,537,087

기대효과
중장기적 학생수 변동추이 분석으로 적정규모 학생배치를 통한 및 교육여건 개선
교육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시책 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빈틈없는 교육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교육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공참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5- 1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
․
․
․

행복한 성장을 돕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참여와 소통의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5- 2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 현장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
․ 장애공감문화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성공적 사회통합

5- 3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5- 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
․
․
․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지원
더불어 잘사는 문화다양성 교육
지역중심 적정규모학교 육성
상생하는 교육복지

추진과제
5-1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추진과제 목표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 강화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5-1-1

행복한 성장을 돕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누리과정 연구유치원 운영 지원 및 공유
유치원 미래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미래교육과 놀이」관리자 및 교사 대상 교육과정 워크숍 활성화
유아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현장 지원 중심 맞춤형 장학 내실화
유치원 수업지원교사 운영

5-1-2

참여와 소통의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온·오프라인 연계 유아 수업나눔 축제 운영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수석교사제 운영
사립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지원

5-1-3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
쉼과 놀이 중심 방과후 과정 운영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지원
소규모 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통합 운영
맞벌이 가정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심 돌봄교실 운영

5-1-4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운영 지원
유치원 행복지구 네트워크 운영 지원
유치원 안심교육 환경 조성 지원
소규모교육활동 중심유치원 운영
유치원 행복나누미 운영 지원
사립유치원 업무역량 강화 지원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집행액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5-1-1

유아교육컨설팅지원

1,640

○

5-1-2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2,370

○

5-1-4

소규모유치원공동활동비

6,000

○

계

10,010

기대효과
2019. 개정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질적 제고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행복 유아교육 실현
유치원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자율장학 운영으로 교육격차 완화 및 유아교육
서비스 수준 향상

추진과제
5-2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추진과제 목표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존중 문화 정착으로 통합교육 기반 조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로 차별과 소외 없는 교육복지 실현

5-2-1

현장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점검 및 특수교육운영 지원
현장중심 특수교육 맞춤형 장학 운영
-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멘토링 운영
- 특수교사 수업 및 생활지도 맞춤형 장학 운영
특수교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협업 및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특수교육관련 교육공동체별 연수 운영 및 지원

5-2-2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 홍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 특수학교 미설치교 및 재택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실시
- 만3세미만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교실운영
- 특수교육관련 연수 운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언어치료지원
-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치료바우처 지원
-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 지원

5-2-3

장애공감문화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지원단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원단 구성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활동 지원

5-2-4

특수교육대상학생 성공적 사회통합
특수교육 체험학습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운영
- 찾아가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운영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교육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5-2-1

5-2-2

추진사업
특수학급컨설팅수당

예산

집행액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750

○○○○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11,900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7,705

○○○○

치료지원

142,560

○○○○

맞춤형방과후프로그램운영

126,000

○○○○

5-2-3

인권존중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5-2-4

특수교육체험학습
계

0

○○○○

4,300

○○○○

303,215

기대효과
인권존중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추진과제
5-3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추진과제 목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방과후학교 및 지역돌봄교실 운영

5-3-1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행복한 방과후학교 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초·중·고 28교)
지자체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초·중·고 28교)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권역별 협의회 운영
저소득층자녀 및 다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5-3-2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기능 강화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5-3-3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초등 돌봄 운영 지원
오후 돌봄 운영 지원(초등 15교)
저녁 돌봄 희망교 운영 지원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 돌봄교실 운영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초등돌봄전담사 역량강화 연수
돌봄교실 시설 구축 및 노후시설 개선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5-3-1
5-3-2

추진사업

예산

집행액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농산촌방과후학교운영지원

352,800

○○○

지자체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

380,000

○○○

4,400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계

737,200

기대효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지역 교육공동체 만족도 향상
지역이 함께하는 온 마을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추진과제
5-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추진과제 목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실현
문화다양성 교육과 맞춤형 교육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강화

5-4-1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지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만3~5세 원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다자녀(셋째 이후)학생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중·고등학교 신·편입생 무상교복 지원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
체험학습과 통학지원 ‘행복교육버스’ 운영 확대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컴퓨터고장수리)

5-4-2

더불어 잘사는 문화다양성교육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한국어학급 한국어 통합교육과정 운영 지원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5-4-3

지역중심 적정규모학교 육성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성암초, 금구초, 이월중)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구정초, 금구초, 문백초, 백곡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여건개선(진천상신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작은학교 지원(금구초, 백곡초, 이월중)
통학지원 및 통학차량 공동이용 활성화 지원(직영 3교, 임차 13교)

5-4-4

상생하는 교육복지
맞춤형복지 통원치료 보장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평생교육 지원 및 진천 도서관 운영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비 지원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5-4-1

추진사업

예산

집행액

대상학교 기
유초중고타

현장체험학습비

253,310

무상급식 지원

재배정

○○○

0

○○

교육정보화지원
5-4-3

학생통학지원

1,138,086

5-4-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비지원
계

○○○

○○

재배정

○

1,391,396

기대효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비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으로 공참여 교육복지 실현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사업 추진을 통한 공참여 교육복지 실현

Ⅳ
2021년 중점사업

학교자치 꽃피우는 민주학교
자기주도성 키우는 학습안전망
고교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
기후위기 대응 학교환경교육
행복·감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온마을이 학교다! 생거진천 행복교육

중점사업

1

학교자치 꽃피우는 민주학교

1. 기본방향
• 교육주체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ㆍ현장 중심의 민주학교 실현
• 민주적인 학교운영체제 구축과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 육성

2. 추진내용
추진과제

실천내용

비 고

• 학교 민주주의 문화 실현
민주학교
문화 정착

- 학교 철학과 비전 공유,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마련
- 변화와 혁신의 수평적 리더십, 학교자치 활성화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배움 중심 수업 실현, 성장 중심 평가 혁신
•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교자치
역량강화
사업 안착

학
생
교 직 원
학

교

- 체험과 실천 중심 민주시민교육 강화 사업 추진
- 지역 유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
- 민주학교 운영
- 민주시민교육(사회현안) 프로젝트 운영
• 학교자치역량강화 사업 추진개요
-대
상: 도내 모든 학교(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 예산지원: 교당 평균 1,000만원
• 학교자치역량강화 사업 안착 지원
- 민주적인 학교문화 풍토 조성 및 민주적 교직원
협의문화 정착
-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학교자치 역량강화 지원

학
교
교 육 청

추진과제

실천내용

비 고

•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
-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내실화
마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밖 배움터 공간 조성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소년 마을참여활동 지원
•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 지역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운영

학
교
교 육 청
지 자 체

- 마을 단위의 마을교육자치 활성화

중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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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성 키우는 학습안전망

1. 기본방향
• 자기주도성 강화 및 기초학습안전망 구축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 해소
• 원격교육 플랫폼 및 교실 무선망 구축으로 학교 중심 디지털복지 확대
•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아이를 품는 교육 실현

2. 추진내용
추진과제

실천내용

비 고

자기주도성
강화를 통한
학습격차 해소

• 학교 안·밖 집중지원 기초학습안전망 구축
- 「수업 내 - 학교 내 - 학교 밖」 연계 기초학력 지원
안전망 구축
-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부진 요인별 단계적 지원 강화
• 학생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도움자료 개발 및 상담 지원
- 자기주도학습 향상 도움자료 개발 보급
- 자기주도적 진학설계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학
교
지 원 청

추진과제

실천내용

비 고

• 충북 바로학교 3.0 플랫폼 지원 확대
-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및 평가시스템 개발 보급
학교수업의
질 제고

- 오프라인 수업 지원 시스템 개발 보급
• 온·오프라인 연계 블렌디드 러닝 수업모형 개발 및 보급
- 블렌디드 러닝 수업자료 개발 보급 및 학생 맞춤형
피드백 강화

학

교

지 원 청

- 블렌디드 러닝 수업디자인 역량강화 연수 지원

디지털복지
확대

• 각급학교 무선 인프라 및 온라인 원격수업 기자재 확충 지원
- 도내 전 교실 대상 1교실 1AP 설치 추진
- 원격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4교)
• 원격수업 우수 콘텐츠 개발 보급 확대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23교)
- 학습관리플랫폼(LMS)을 통한 안정적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소외계층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지원

교육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심리상담 지원 강화
- 다문화교육지원단 운영 및 현장 지원 강화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강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사전 예방
- 학교 내 대안교실,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중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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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

1. 기본방향
• 미래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시스템 구축
• 학교유형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교육과정 다양화 실현
• 단위학교 및 학교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학
교
지 원 청

2. 추진내용
추진과제

실천내용

비 고

• (일 반 고) 교육과정 특성화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 교과특성화학교(36교, 39과정), 교과특성화학교 네트워크 운영
• (체 육 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조화

미래인재 육성
교육과정 운영

• (특성화고) 미래산업 대비 학과개편, NCS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확대
• (미래형 대안교육) 미래형 교육과정(성장형), 진로설계
및 행복충전 교육과정(성찰형), 치유와 회복형 교육
과정(치유형)
• (영재교육) 역량중심 영재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활용
심화교육과정, KEDI·, 대학 및 유관기관 협력체
계 강화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고교학점제 TF팀 구성 및 운영
- 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및 지역사회 홍보 강화
• 고교교육 혁신 교원 역량강화 지원

모두의 꿈을
꽃피우는
고교학점제

- 고교학점제 및 공동교육과정 이해제고 연수 운영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지원
- 연구학교(3년, 서전고, 한바마고)
• 고교학점제 활성화 사업 운영
- 교내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운영 지원
- 교육청-유관기관-대학 협력 운영
- 고교학점제 네트워크 운영

고교교육 혁신
인프라 구축

•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 대학 및 기관, 지역사회 연계 강사 인력풀 구축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 온라인 스튜디오 및 학습실 구축 운영 지원
-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지원

학
교
지 원 청
교 육 청
유관기관

중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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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학교환경교육

1. 기본방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업과 상생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 초록학교 3.0 중심의 학교별 교육과정, 시설공간, 정책사업 협력 운영
• 지역과 협력하여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생태시민 양성

2. 추진내용
추진과제

기후위기 대응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실천내용

비 고

• 생명생태놀이교육 운영 및 지원
- 장소: 학성초 역사둘레숲
•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참여
- 학생 참여형 기후・환경 방학교실 참여
- 기후위기 대응 수업자료 제작 및 지원
• 찾아가는 기후・환경 학교 운영
- 기후위기 바로알기 체험학교

학
교
교육지원청

- 기후·환경 프로젝트 수업 참여
•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교직원 연수 지원
- 릴레이 기후위기 연수 운영 및 수업 사례 나눔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3.0

• 초록학교추진협의회 확대・운영
- 민ㆍ관ㆍ학 협력 추진위원 위촉
- 진천 단위 초록학교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 초록학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워크숍 지원
- 초록학교 담당자 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3.0 운영
- 초록학교 ‘진단-운영-성찰’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
- 기후위기 연계 공동실천 프로그램 및 자율 프로그램 지원
- 이산화탄소 저감 ‘학교숲 중심 초록학교’ 확대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계 ‘제로에너지학교’ 확대

학
교
교육지원청
환 경 단 체
거 버 넌 스

추진과제

실천내용

비 고

• 학교숲 관리학교 및 친환경시설학교 지원
• 기후위기 연계 전국환경교육 포럼 참여
지역연계
학교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학
교
- 환경교육 유관기관 세미나 참여(초등학교, 지방자치
교육지원청
단체, 환경단체 등)
환 경 단 체
• 학교환경교육 나눔의 장을 통한 일반화 지원 및 참여
지 역 사 회
- 충북 환경교육 한마당, 행복교육-환경나눔 한마당,
생물종 다양성 탐사 대작전 등

중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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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ㆍ감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 기본방향
• 사회ㆍ교육적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미래형 공간창조
• 학교별 특성에 맞는 색채환경 조성으로 감성과 개성이 살아있는 교육공간 조성
• 학생성장 중심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2. 추진내용
추진과제

실천내용

•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영역단위)
- 대상: 초･중･고등학교 교내 전 영역
- 내용: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변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유형을 대상으로 교내의 일부 영역에 대한
사용자
재구조화 추진
참여설계를 통한
• 행복·감성이 묻어나는 개성 있는 학교색깔 꾸미기
공간혁신
- 대상: 내･외부 도장이 필요한 우선순위 상위학교
중 선정
- 내용: 학교구성원의 감성과 개성에 맞는 교육공간으로
재구성

비 고

학
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추진과제

실천내용
- 색채 전문가의 학교구성원들에 대한 색채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사용자참여 설계 형태로 추진
• 미래형 공간 창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 대상: 경과수 40년 이상 노후건물
- 노후학교를 디지털 ·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학생 주도 참여형 공간 혁신으로 미래 교육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 인공지능(AI) 영재학급 운영
- AI 교육과정 개발 지원
- AI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 AI 중심 거점학교 운영 지원
- AI 및 SW 영재학생 선발 및 영재학급 운영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디바이스 지원
• IT 스카우트 운영
- IT 스카우트 창단식

행복·감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 IT 관련 릴레이 주제 강연
- IT 국내 기업체 및 벤처 방문 기술 체험
- ICT 영재 캠프 운영
- 지역 5G 기술 체험 및 오픈랩 체험 활동 지원
• 버추얼클래스 어학 프로그램
- 관내 초중 학생 대상 화상 및 5G 실감 교육
- 국내외 석학 초청 타운홀 미팅(On-line, Off-line)
- 비경쟁 외국어(영어) 말하기 대회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명사 릴레이 강연 운영
•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구축
- 디지털 장비 및 정보통신 설비, 스마트 기기 등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구축

비 고

Ⅳ
2021년 특색사업

온 마을이 학교다! 생거진천 행복교육

중점사업

온 마을이 학교다! 생거진천 행복교육

기본방향
❍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사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민 ‧ 관 ‧ 학 거버넌스 토대 구축
❍ 학교 ⁃ 마을의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지역교육력 제고
❍ ‘오손도손 생거진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

추진내용
추진 과제

교
육
생 태 계
조성사업

공 교 육
혁신지원

교 육
공동체
사 업

계

추진 내용

예산(천원)

[행복교육 거버넌스 구축]
▫ 진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성과나눔 축제
▫ 진천행복교육지구 협의체제 구축
▫ 마을교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 청소년 꿈 키움 프로젝트 운영
▫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83,010

[오손도손 생거진천 만들기 프로젝트]
▫ 「강세황」 아트클러스터 운영
▫ 생거 진천 행복 투어
▫ 다문화·새터민 수다쟁이 만들기
▫ 「이상설」역사·문화 마을 학교
▫ 「송강 정철」 문화·예술 마을 학교
▫ 가족과 함께하는 창의캠프 운영
▫ 찾아가는 꿈나무 창의공작소 운영

243,000

[학교-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
▫ 행복릴레이 학교 운영
▫ 자유학기제 내비게이션‘꿈길’운영
▫ 생거 진천 마을학교 (상시돌봄형, 융합프로그램형)
▫ 방학 때 뭐하니?(마을놀이 학교) 운영
▫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273,990

600,000

기대효과
❍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사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민 ‧ 관 ‧ 학 거버넌스 강화
❍ 학교⁃마을의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 활성화 및 지역교육력 향상
❍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추진을 통해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축

2021. 진천교육 주요업무별 담당부서 현황
▣ 시책1.
시책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추진과제

세부과제

주요업무

민주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공동체 헌장/민주시민교육/ 청소년 사회참여
인권교육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
교권보호
사제동행 행복나눔 장날/교권보호/교권침해
학교자치조례/학생자치회/학생참여예산제
학교․학생자치
학생생활규정/학교협동조합/학급운영비/학생회 행사
학교자치
학부모자치
학부모 교육참여/학부모아카데미/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연합회
교직원자치
교직원협의/민주시민교육/교장공모제
협력적 거버넌스 청문관제/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교육행정협의회/주민참여예산
교육정책 홍보 홍보 보도/학부모기자단/생거진천소식지
교육협치
교원단체
교원단체/ 교원노사관계연수/협약사항 이행
노사관계
단체협약/노동조합/공무원노사관계교육/노사공동사업
학교행정 지원 학교지원팀/강사지원/단기순회교사/지원형 감사
공정한 교육행정 인사/우수교사선발/교육재정/계약/청렴
교육행정
학교・행정기관평가 학교자체평가/4급이상공무원성과계약제/행정기관평가
청렴 교육
청렴/공무원행동강령/행동강령책임관/청렴서포터즈
민주학교

담당 부서 전화번호
생활교육팀
초등교육팀
초중등교육팀
생활교육팀
중등교육팀
행복교육팀
초중등교육팀

530-5360
530-5310
530-5310/5320
530-5360
530-5321
530-5366
530-5310/5320

행정팀

530-5370

총무팀
530-5352
초중등교육팀 530-5310/5320
총무팀
530-5352
학교지원팀

530-5332

초중등교육팀 530-5310/5320
학교지원/초등교육팀 530-5332/5310

총무팀

530-5351

▣ 시책
시책2.
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추진과제

세부과제
고교 교육과정

주요업무
고교 교육과정 모델 창출, 고교학점제

배움중심 학교문화 관계집중의달/장학/전문적학습공동체
충북형
미래학력

성장중심 수업평가
맞춤형 학력향상
외국어교육
행복씨앗학교 2.0

교육혁신

교육공간/시스템

진로교육
자유학기(학년)제
진로교육 학생중심 책임교육
진로・진학교육
직업교육
과학교육
수학교육
창의융합교육
정보교육
영재교육

수업컨설팅/과정중심평가/학업성적관리지침/교
육연구회/수업나눔축제/학생부
한글책임,기초수학/맞춤형학력향상/두드림학교/
충북학습종합클리닉
외국어교육과정/영어/중국어캠프/외국어페스티벌
행복씨앗학교/학교혁신지원단/학교자치역량강화
New Space/융합공간구축/학교밖 공간
공립형 대안중운영/전환기교육시스템구축
학교진로교육인프라/진로교육협력체계/체험형진로교육
자유학기(학년)제운영지원/교육공동체역량강화
학교별교육과정/고교학점제/공동교육과정/고교교육력도약
진로진학상담/학생부 연수컨설팅/지역고교특성화교육과정
직업계 교육
과학교육/발명교육센터/과학행사
수학교육/수학축제
융합교육/소프트웨어교육/코딩교육
영재학급/영재교육원

담당 부서

전화번호

중등교육팀

530-5320(1)
초․중등교육팀 530-5310(1)
530-5320(1)

초․중등교육팀 530-531(2)1
초․중등교육팀 530-531(2)1
초․중등교육팀 530-531(2)1
유․초․중등교육팀 530-5310/5320
시설사업팀
중등교육팀

530-5390
530-5320

유초등교육팀 530-5312
중등교육팀 530-5320
중등교육팀 530-5320(1)
중등교육팀 530-5320(1)
중등교육팅 530-5320
중등교육팀 530-5321
중등교육팀 530-5321
체육교육팀 530-5330
중등교육팀 530-5321

▣ 시책3.
시책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문・예・체교육
추진과제
세부과제
주요업무

담당 부서

전화번호

예술교육협의체/문화예술축제/지역연계학교예술/ 행복교육팀 530-5366
예술중점학교/진천청소년오케스트라/예술드림거점교
학교예술교육/문화예술체험/교원문화예술역량/예
학교예술교육 학교예술교육지원
행복교육팀 530-5366
술교과연구회/교원예술동아리
인문소양교육 인문소양교육/ 학생인문책쓰기
중등교육팀 530-5320
독서교육과정/독서테마여행/책날개연수/온책읽기
인문소양교육
독서・도서관 운영 도서관활용수업/도서관연계독서교육지원
유초등교육팀 530-5311
비경쟁독서토론/독서동아리/독서교육연구회
체육교육
체육교육과정/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체육교육팀 530-5330
체육・보건교육
보건・학생건강관리 응급처치교육/성교육/흡연예방/감염병예방
보건급식팀 530-5342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 시책4.
시책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평화・안전교육

추진과제

세부과제

주요업무

학교환경교육
초록학교 운영
환경교육
지역협력환경교육
환경교육 인프라
평화통일교육
평화로운
인성교육
학교
학교폭력예방
만들기 학업중단/위기학생
학교부적응학생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미래형
학교환경

교육과정연계환경교육/환경동아리
초록학교/학교숲
생태환경교육/토론대회/갯벌생태탐사
진천 환경교육추진협의체/생태망 구축
평화통일교육/역사 독도교육
교육과정연계인성교육/생활교육
자문의/위센터특별교육/스쿨미투/학폭예방
학업중단예방/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
학생상담/위클래스/생명존중,자살예방
안전교육/교통안전/스쿨존/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안전관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교육여행(현장체험)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급식・영양교육 학교급식/영양,식생활교육
정보인프라
스쿨넷품질관리/정보시스템운영/정보보호
교육환경
환경위생관리/음용수/환경보호구역/석면/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교육시설 안전 교육시설,공사현장안점점검
미래형교육환경 교육시설개선/태양광발전설비/놀이환경
학생배치
학생배치/학급증설

담당 부서

전화번호

유초등교육팀
유초등교육팀
유초등교육팀
유초등교육팀
유초등교육팀
유초등교육팀
생활교육팀
생활교육팀
생활교육팀
학교지원팀
총무팀
학교지원팀
보건급식팀
전산팀
보건급식팀
시설사업팀
시설사업팀

530-5311
530-5311
530-5311
530-5311
530-5312
530-5311
530-5360
530-5360
530-5360
530-5332
530-5354
530-5332
530-5341
530-5325
530-5341
530-5390
530-5390

행정팀

530-5370

▣ 시책5.
시책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추진과제

세부과제

행복유아교육

유치원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초등돌봄
학부모부담공교육비
문화다양성교육
적정규모학교육성
교육복지
교육복지

주요업무

담당 부서

전화번호

유초등교육팀

530-5312

특수교육/인권존중 장애공감/사회통합

특수교육팀

530-5333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운영
유아학비/교육비/무상급식/교육정보화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지원
공동학구제/농산촌특색학교/통학지원

행복교육팀

530-5347

유치원교육과정/유치원 관련

평생교육/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진천도서관운영지원

유아・보건급식・전산팀 5312/5341/5325
유초등교육팀 530-5312
행정팀
530-5370
행정팀‧도서관‧ 530-5370/5366
행복교육팀

534-4516/

2020년도 주요 성과

1

교육시책별 주요 성과

가.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
교육정책청문관제 지역협의회 1회 실시
진천군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 1회 실시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1회 실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1회 실시
학생참여위원회 정례회 및 교육장과의 대화 1회 실시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 담당자 워크숍 1회 실시
진천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 4회 실시
언론사, SNS 등을 활용한 교육시책 홍보 추진
충북교육청 지역홍보대사 위촉·운영(3명)
언론사를 통한 교육시책 홍보(32회)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학부모기자단 운영(5명)
교육정책 보도자료 발굴(187건)
생거진천소식지 홍보(월 1회)
학교중심 행정지원
초등 단기수업지원 순회 기간제 교사(154회 지원)운영
학교시설(어린이 놀이 시설 모래 소독 14교, 예초 14교 작업)지원
생거진천 학교지원 교육봉사단 구성 및 운영
「학교 속으로」현장 방문(유․초․중 25교)
교직원 필수(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연수(유․초․중 19교)지원

나.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고교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 모델 창출
지역연계 육성사업 지원(지역명문고 육성, 지역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KEDI 협력학교)
배움 중심 학교문화 혁신
단위학교 맞춤형 자율장학 활성화: 담임장학 및 지구별장학 운영(초15교)
학교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초·중 22교)/선진형교과교실제 운영 컨설팅(2교)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근절을 위한 학부모연수(2회)
배움과 성장 중심 수업-평가-기록
온라인 교육활동 운영 점검 및 컨설팅(3월, 유·초·중·․고)
원격수업지원단 운영 및 현장점검 컨설팅(4월, 2회, 유·초·중·고)
등교수업 준비사항 컨설팅 및 등교수업 현장지원(5․6월, 유·초·중)
수업나눔 행복학교 운영: 금구초, 학성초
학업성적관리규정 점검 및 학교생활기록부 실태점검 및 컨설팅(중 7교)
맞춤형 학력향상
맞춤형 학습지원 두드림학교 운영 및 맞춤형 학력향상 운영 계획 컨설팅(초․중 21교)
기초학력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1회)/한글책임교육 진단․보정․지도자료 배부(초 15교)
교육지원청 초등 단기순회교사 기초학력 학생지도(초 6교)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운영(초 1교)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융합 과학·수학교육
진천과학축제 한마당(4월-5월)/찾아가는 드론체험교실(6월-11월) 운영
진천군 여름과학캠프 “여름을 부탁해!”운영(7월)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
융합인재교육(STEAM) 선도학교 운영(성암초)
스스로 과학동아리 활동 학교(진천상신초)
수학성장학교(옥동초, 이월초)/수학체험교실(옥동초, 이월초, 문상초, 금구초)
학생수학공감동아리 운영(옥동초, 이월초, 금구초)
수학데이터 리터러시 모델학교 운영(이월초)
사회적경제동아리 중점학교/학교협동조합 신규 추진교(은여울중)

미래 인재 양성 영재교육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1개원, 5학급, 100명), 꿈나무 영재학급 운영(1교, 1학급, 20명)
영재교육 거점센터 운영(초2교, 중1교)/ 영재교육 담당 교원 중부 3군 컨설팅 실시
영재교육 선도학교 운영(이월초)
발명교육지원센터 운영(진천삼수초)/찾아오고 찾아가는 1일 발명교실 운영(6월-10월)
스마트교육·디지털콘텐츠 활용
학생 참여형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환경 조성(스마트 미래교실 구축 지원)
SW교육 중심 진천 스마트 미래교실 운영
진천 스마트 미래교실 교사 동아리 운영
SW교육 체험 및 AI융합교육 활성화
정보(SW)·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강화 지원
진천교육지원청·진천군·NIPA 업무협약(MOU) 체결
세계와 소통하는 외국어교육
영어 체험교실 운영(초․중 22교)/ 초등영어캠프 운영(초 2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 컨설팅(1회)/ 영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진로체험(캠프) 중점학교 운영(초 3교,중 4교)
진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진천진로체험지원단 구성 운영(지자체 학부모 협력 총 15명)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한 MOU체결(교육지원청-진천 6개 읍면 기업체-진천진로체험지원센터)
학부모 아카데미 개최(초·중 학부모 40명)
꿈을 향한 행복 나침반!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 운영교 컨설팅(1회, 중 6교)
자유학년제 교감․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회)
진천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지원(중 6교)
학생 중심 행복교육·책임교육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일반고 2교, 특성화고 2교)

다.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진천군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성․운영
2020.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진천교육지원청-진천군청)
진천청소년챔버오케스트라 운영
감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한천초, 진천삼수초)
울림, 열림, 나눔의 지역문화예술학교 공연(구정초, 이월초, 한천초)
예술보따리사업 운영(문상초, 성암초, 이월초, 초평초, 학성초, 한천초, 덕산중, 서전중)
합창활동 감성소리숲 운영(옥동초)
학생오케스트라운영(한천초, 초평초)
학생관(현)악 자생학교운영(금구초, 진천상산초)
학생뮤지컬 운영(문백초)
문화예술메이커교육연구회 운영(이월초)
진천행복교육지구 아트클러스터 운영(6개강좌 15주 400시간 운영)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소양교육
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 실시(2회)
인문소양교육 원격직무연수 위탁사업 운영(9강좌, 100명)
진천도서관 연계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지원사업 운영
교육과정 중심의 장서확충 및 학교도서관 현대화 지원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초·중 11교, 105,640천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연중): 보충학습 및 e-school 운영

라.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평화통일체험학습(코로나로 인해‘찾아오는 통일교육’변경) 2개교 운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자문의 자문 상담 운영 및 치료비 지원: 19회 19명, 10명 지원
SOS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 맞춤형 컨설팅: 32회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팅: 41회 운영
학교폭력예방 유관기관 협력협의회 및 캠페인 운영: 4회 운영, 95명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윈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26명, 총 13회 심의위원회 운영,
역량강화 연수 2회, 정기총회 1회, 상반기 보고회
진천교육지원청 학생생활특별반 운영 및 생활교육 운영: 23회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연수 및 컨설팅 운영: 연수 1회, 컨설팅 3교
WEE클래스 운영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위클래스 구축 희망교 1교 신청, 컨설팅 7교
길거리 상담 및 자살예방 캠페인 운영: 3회
2020. 학생 자살위기관리위원회 위촉 및 구성: 11명, 1회 회의 운영
맞춤형 학생 배치
학생배치시설 증․개축 및 학급증설(서전중 22실 추진)

마.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현장중심 맞춤형 장학: 컨설팅 지원단 인력풀 구성 및 컨설팅 지원(16개원)
유치원 수업지원교사 운영지원(거점유치원: 서전유)
유치원 수석교사 운영지원(거점유치원: 진천유)
방과후 놀이 유치원 운영 및 컨설팅 지원(진천유, 문화유, 학성초병설유)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컨설팅 및 점검: 16개원
유아교육 행복지구 네트워크 운영지원(거점유치원: 진천유)
소규모 유치원 교육활동 공동 운영 지원
행복나누미 자원봉사자 운영 교육활동지원(유15개원)
안심유치원 운영지원(서전유, 화랑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공․사립유치원 17개원 참여 예정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지원
맞춤형 교육 급여 지원
초·중·고 및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교과용 도서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체육복비)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23교(사립유 2, 초 15, 중6)
저소득층 교육 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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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및 기타 주요 성과
전국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
(한국교직원공제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 방역 모델 구축
진천군보건소 연계 학교 외부 방역 소독 전개
㈜ 벨킨스 진천지사 방역전문업체와의 결연 협약
㈜ 미래드론전문교육원과 항공 방역 기부 협약 체결
㈜ 피톡 향균필름 기증(1천 400만원 상당)
진천군청 방역 용품 지원

구성원간의 협업을 통한 코로나 대비 교육협력 모델 구축 운영
진천교육지원청 「생거진천 학교지원」 교육봉사단 조직 운영
진천군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교육 기부 협약 교육 활동 지원
진천 학교 자체 방역단 조직 및 자체 소독 실시

유관기관 연계 포스트 코로나 상생 교육 모델 구축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진천군 ‧ 진천교육지원청)
: ICT 기반 언택트 교육 특화전략 추진 상생 교육 모델 개발 공동 추진
진천군청 연계 학교 스마트, VR 스포츠 교실 구축을 위한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KICE 연구원과 함께하는 코로나 대비 교원 역량 강화 맞춤형 연수 전개(15회)
진천군‧기업체 협의회‧우석대 MOU 체결로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 교육 기반 조성

복지 취약층을 위한 결식아동지원 및 장학금, 마을 돌봄 지원
지역 독지가 매칭 온라인 개학 기간 결식 학생 중식 지원
(관내 초‧중학생 120명, 진천사랑상품권 8,400천원 지원)
진천군자원봉사센터 장학기금지원(10개교, 12,000천원)
진천군 용화사 진천읍 장학기금 지원(진천 읍내 4개교, 3,000천원)
‘온 마을이 학교다’ 생거진천 행복교육지구 돌봄교실 및 지역연계 돌봄교실(4실)

부록은 추후에 수정해서 첨부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