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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현황

연혁
2017. 07. 28.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4066호(설립 최종 확정)

2017. 10. 16.

건축준공(연면적 3,481㎡)

2017. 11. 01.

충청북도특수교육원 개원

2018. 01. 16.

충청북도다사랑학생체육관 이관(청주교육지원청)

2018. 03. 01.

진로체험관 개관

2018. 03. 07.

충청북도특수교육원 개원식

2019. 09. 20.

게임문화체험관 개관

2021. 04. 01.

상상누림체험관 개관

2021. 09. 01.

제3대 이옥순 원장 취임

2021. 11. 01.

시각장애체험관 개관

행정조직
원

특수교육과

총무과
총
무
팀

교 육 연 수 팀

진 로 직 업 팀

전 환 교 육 팀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팀

기 획 연 구 팀

6

장

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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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 기준)

일반직

교사

구분
현원

4

원장
1

교육 교육
연구관 연구사 파견
1

5

일반현황

전문직・교원

직별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23

1

0

2

2

2

교육
총계
공무직
소계

순회

1

15

7

6

36

예산현황
(단위: 천원, %)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합계

211,476

4,401,391

82,693

209,028

4,904,588

4.3%

89.7%

1.8%

4.2%

100%

5

시설현황

시설 개요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375

20,426㎡

3,631.27㎡

4,917.4㎡

지상 2층

주요 시설
2층

화상회의실, 전산실, 문서고, 사무실, 원장실

1층

보건실, 세미나실, 당직실

지원관

2층
체험관
1층
다사랑관

정보실, 게임문화체험터, 사무행정지원실, 직업평가실, 간병보조실,
호텔룸메이드실, 세탁·린넨실
대강당, 자기관리실, 바리스타실, 포장·조립실, 상상누림터
강당, 장애이해체험실, 시각장애체험실, 행동중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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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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행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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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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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적 소양을 꽃피우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으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키우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ㆍ안전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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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빈틈없는 교육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교육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성장할 수 있도록 공참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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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성과

현장 공감 특수교육 정책 및 연수
충북형 특수교육 정책 개발 및 학교지원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요람 외 1종 제작
- 특수교육 현황 통계 조사: 3월
- 특수교육 관련 주요현황 조사(연차보고서): 6월
- 특수교육원 홍보
· 뉴스신문 보도 8회(뉴스 및 라디오), 40회(보도자료)
· 국립특수교육원 현장특수교육 게재 3회
· 특수교육원 소식지 발간 2회(상·하반기)
· 특수교육원 달력 제작 1회(12월)
- 앱 해설프로그램 개발: 앱 6종, 동영상 19개
· TF팀 구성 및 개발협의회 실시: 12명, 4회(5, 7, 9, 11월)
· 앱 해설프로그램 홍보 및 게시판 활성화(12월)
- 충북형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개정: 12월
- 충북 특수교육 수업콘서트 운영: 11월, 135명

전문성 신장 및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연수 및 업무 지원
- 교사 자격연수: 3회, 44명
· 특수(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 1월, 6명
· 특수(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 8월, 34명
· 특수(중등) 이료 부전공 자격연수 운영: 1~10월, 4명
- 특수교사 신규임용 직무연수: 2회, 103명
- 교사 자율연수
· 특수교사 배움길 연수: 3회, 186명
· 통합교육 역량강화연수: 3회, 228명  
· 특수교육교원 심리치유 연수: 2회, 52명
· 특수교육교원 자율기획 연수: 9회, 99명
· 장애공감문화 연수: 4회(12월, 200명)  
· 특수학급 수업 연수: 1회(12월,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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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연수: 6회, 5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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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관리자연수: 3회, 348명
· 하반기 관리자연수: 3회, 211명

2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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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 연수: 2회, 57명

주요성과

- 학부모 연수: 6회, 219명
· 학부모 원격콘텐츠 연수: 1회, 100명
· 학부모 집합연수: 3회, 63명
· 학부모 힐링연수: 2회, 56명
· 초등학교 예비학부모를 위한 연수: 1회, 23명
-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6회, 504명
· 집합연수: 5회, 189명, 원격콘텐츠 연수: 1회, 315명
- 특수(통합)교육관련 원격연수: 1,537명
- 교직원소통연수: 1회, 29명
- 통합교육 역량강화 상시연수: 308명
- 행동중재 역량강화 연수
· 행동중재를 위한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1회, 29명
· 행동중재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1회, 9명
· 행동중재를 위한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3회, 46명
· 찾아가는 행동중재 역량강화 연수: 4교, 153명(청주혜원학교- 39명, 꽃동네학교- 45명,
                                                          청주성신학교- 30명, 청암학교- 39명)
· 특수(유) 행동중재 역량강화 연수: 2회, 46명

2

나눔과 채움의 특수교육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지원
· 통합교육 운영비 지원: 15개원(오송유 외 14개원)
· 통합교육 거점 기관(유): 3개원(복대초병설유, 주중초병설유, 용두초병설유), 3센터(충주, 옥천, 음성)
· 통합교육지원단 지원: 5센터(청주, 충주, 제천, 괴산증평, 음성)
-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5센터(제천, 보은, 옥천, 진천, 음성)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업무 담당자 협의회: 2회(4월, 10월)
·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소통 협의회: 2회(3월, 9월)
·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관련 현장 모니터링: 10교(청주혜원 외 9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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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 장애학생 유형별 지원
· 건강장애 학생지원: 원격교육 58명, 병원학교 4명
· 건강장애 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1교(청주혜화)
· 시청각장애특성화거점지원센터 지원: 특수학교 3교(청주맹, 충주성모, 충주성심)
· 시청각장애특성화거점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협의회: 2회(3월, 11월)
· 시각장애특성화거점지원센터 현장 모니터링: 1교(충주성모)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특수학교 7교(청주혜화 외 6교)
· 장애유형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지원: 특수학교 10교, 10센터
- 장애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특수학교 10교, 7센터(청주 외 6센터)
·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10센터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학생 1,406명, 학부모 1,258명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강화
- 장애공감문화 확산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96교(운동초 외 95교, 314학급, 6,472명)
· 특수교육원 온·오프라인 장애이해교육실 운영: 123교(용원초 외 122교, 4,451명)
·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 담당자 협의회: 1회(4월)
· 특수교육원 시각장애체험실 운영: 3회(상봉초 외 2교 59명)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10센터(11개단)
· 정기현장지원: 136회(특수학교 11회, 기타 1회)
· 특별지원: 30회(특수학교 1회)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3회, 35명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1센터, 1회
- 2021.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운영: 1회, 245명
-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10~11월
-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4센터(청주, 충주, 제천, 진천)
-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
· 행동중재 지원 관련 협의 및 컨설팅: 12회(6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공주대학교특수교육종합연수원·한국행동분석학회 3자 업무협약 체결
·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공주대특수교육종합연수원 위탁연수 특수교사 15명
·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 참여 교사 협의회: 3회(9월, 10월)
·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32명
· 특수학교 심리안정 프로그램: 8교(청주혜원 외 7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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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전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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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전환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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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전공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요성과

· 전환교육 외부강사 사전교육: 2회(4월), 29명
· 경제교육: 34교, 387명
· 직장예절 및 스피치교육: 26교, 214명
· 직장내 성폭력예방 및 대응교육: 32교, 366명
· 노동인권교육: 27교, 328명
-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학설명회 운영: 학부모, 교사, 학생, 대학기관 등 87명
· 5.25.(화)~26.(수) 감각·지체장애, 발달장애 중심 개최
· 대학교 11교(충북권 7교, 타지역 4교) 입학설명 및 1:1 입학상담
· 한국교원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장애학생 영상 인터뷰
-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운영
· 충청권 대학교 5교(건양대, 대덕대, 백석대, 중원대, 청주교대) 체험 프로그램 운영
· 11교(청주혜화학교 외 10교), 고등학생 39명 체험(2021. 11월~ 2022. 1월)
· 학교별 2~4회기 프로그램으로 운영(체험형, 입시형, 통합형)
- 충북장애학생 직업박람회 운영
· 메타버스 실시간 화상 모의면접 컨설팅(37명, 11.24.)
· 진로·직업체험, 취업 정보, 현장면접(91명, 11.25.) 및 온라인 참여(69명)
- 고등·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여가문화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교별 카페문화체험: 30교, 339명

지역과 함께하는 전환교육 여건 조성
- 전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교사 16명, 6회(4, 6, 10, 11, 12월)
- 전환교육 담당교사 연수 운영: 7회, 250명(4, 9, 10, 11월, 12월)
- 전환기 학부모 교육 운영
· 전환기 학부모 직장이해교육: 3회, 91명
· 취미창업클래스, 우리자녀의 성장스토리 융합 운영(4권역, 15팀, 87회기, 273명)
· 전환기 학부모 심화 교육 운영(2팀, 29회기,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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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 충북 전환교육 매뉴얼 「학교 밖 이야기」 주요사항 개정
· 전환매뉴얼 TF팀 구성: 외부위원 1명, 내부위원 6명
· 전환매뉴얼 TF팀 협의: 1차(9월), 2차(10월), 3차(12월)
· 매뉴얼 제작 배포: 2,000부(12월)  
-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업무 지원
· 특수교사 1명, 취업지원관 1명, 2일씩 주 4일 파견
· 직업체험 기초 프로그램 참여학교 33교(국원고 외 32교), 594명
· 심화 프로그램 3교(흥덕고, 상당고, 에너지고) 27명
-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협의체 구성: 18기관, 19명
· 1차 협의회(5월), 소위원회(12월), 2차 협의회(12월)

４

꿈을 찾는 진로직업교육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지원
- 진로체험관 운영: 9실
(바리스타, 포장·조립, 보건교육, 간병보조, 호텔룸메이드, 사무행정, 자기관리, 세탁·린넨, 직업평가)
- 진로체험관 원격 및 방문 체험 운영: 186교(상당고 외 185교, 1,233명)
· 실시간 쌍방향 원격 체험: 55교(옥천여중 외 54교, 453명)
· 방문 체험: 114교(상당고 외 113교, 680명)
· 찾아가는 유치원 직업체험: 17교(단양유 외 16교, 100명)
- 상상누림체험관 운영: 2실(상상누림터, 게임문화체험터)
- 상상누림체험관 온라인 및 방문 체험 운영: 59교(원봉초 외 58교, 495명)
· 콘텐츠(동영상)활용 원격체험: 행복동행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전래놀이 영상콘텐츠 및 놀이꾸러미 제공), 20교(삼성초병설유 외 19교, 187명)
· 방문 체험: 39교(대금고 외 38교, 308명)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특수학교 10교(청주혜원 외 9교)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컨설팅 및 역량강화 연수: 2회(5월, 12월)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및 진로·직업 운영평가 보고회: 1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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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및 진로직업교육 소통협의회: 15회(4~7월), 15교(청주혜원 외 1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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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고등부·전공과 직업교육 운영 지원: 11교(청주혜화 외 10교), 98학급
- 진로직업교육 중점 교육과정 운영 지원: 4교(청주혜원, 충주혜성, 청주성신, 숭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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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전문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지원: 2교(청주성신, 청암)

주요성과

- 진로교육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지원: 4교(청주혜원, 청주혜화, 충주혜성, 충주성심)
- 일반학교 위탁교육과정 운영 지원: 1교(봉명고)
- 학교 간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1교(꽃동네)
- 충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22교(무극초 외 21교, 42명), 9종목 15명 선발(6월)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가: 1회(9월)
· 정보경진대회 부문: 10종목 10명, 우수상 1, 장려상 1
· e스포츠대회 부문: 7종목 13명, 최우수상 2, 장려상 1, 페어플레이상 1
- 충북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6교(충주성심 외 5교, 11명), 10종목 11명 선발(7월)
-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참가: 1회(11월)
· 감각·지체장애 부문: 10종목 11명 출전
- 진로직업체험의날: 8교(산남고 외 7교, 16명)
- 특수학교 진로상담실 구축
· 교과교실형 6교(청주혜화, 청주성신, 청주맹, 숭덕, 청암, 꽃동네)
· 시설비제외형 2교(충주성모, 충주성심)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상반기 협의회: 1회(3월)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직업평가 연수 및 상반기 평가회: 1회(7월)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감정코칭 연수 및 하반기 협의회: 1회(9월)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2회(10, 12월)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하반기 평가회: 1회(12월)

현장실습 활성화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 사업: 26교(충주혜성 외 25교, 116명)
·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2기관(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제천장애인복지관, 8교, 35명)
-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능력평가: 27교(양청중 외 25교, 129명)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비대면 설명회: 1회(4월)
- 현장실습지원단 운영
· 현장실습지원단 비대면 협의회 및 운영평가회: 2회(6월, 12월)
· 현장실습지원 찾아가는 소통협의회 및 컨설팅: 11회(6월, 7월, 10월, 11월),
                                                                               7기관(위더스 외 6기관), 4교(충주성모 외 3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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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5

소통과 협력의 청렴 행정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운영
- 차량지원
· 장애인 버스: 1대 보유(33석)
· 차량 지원: 36회, 250명
· 학생 교통안전 지원: 5회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실시: 매월 4일
· 방역 소독: 6회
· 전기시설 안전점검: 24회(매달 2회)
· 소방 안전 및 작동기능 점검: 6회
· 화재예방 실별 점검: 6회
· 유공성포장 점검 및 물탱크 청소: 6회
· 승강기 유지관리·안전 및 정기 점검: 6회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교육 및 직원 연수 실시
· 친절교육: 1회(3월),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1회(5월)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회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1회(5월), 외부강사
· 안보통일 교육, 보안교육: 1회(3월)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안보교육, 세출예산 집행철저 안내, 동절기에너지 절약: 11월
· 청탁금지법, 장애인식개선교육,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12월
- 반부패 청렴 직장교육 실시: 4회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범죄예방 교육 등
- 상반기 청렴·친절공무원 선발: 분기별, 2회
- 하반기 청렴·친절공무원 선발: 분기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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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2.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1.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2. 추진과제별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Ⅳ
1

2022.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교육시책

추진과제

01

현장 공감 특수교육
정책 및 연수 지원

1-1 충북형 특수교육 정책 개발 및 학교 지원
1-2 전문성 신장 및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연수 지원

02

성장과 공감의
특수교육

2-1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2-2 공감과 포용으로 함께 행복한 공정교육 실현

03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전환교육

3-1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지원 확대
3-2 교사·학부모 전환교육 역량 강화
3-3 성공적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기반 마련

04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진로교육

05

26 충청북도특수교육원

4-1 내 삶을 설계하는 진로체험
4-2 미래생활역량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4-3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

소통과 협력의
행정지원

5-1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운영
5-2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중점사업

1. 성공적 전환과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협력 강화
2. 다양성을 존중하는 활동중심 체험프로그램 운영

추진과제별 예산현황

2

(단위: 천원)

순

추진과제
충북형 특수교육 정책 개발 및 학교 지원

1-2

전문성 신장 및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연수 지원

집행액

60,140
240,651
300,791

소계
2-1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2-2

공감과 포용으로 함께 행복한 공정교육 실현

2,266,611
489,860
2,756,471

소계

278,440

3-1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지원 확대

3-2

교사·학부모 전환교육 역량 강화

64,065

3-3

성공적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기반 마련

25,680
368,185

소계
4-1

내 삶을 설계하는 진로체험

175,340

4-2

미래생활역량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408,760

4-3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

653,015
1,237,115

소계
5-1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운영

66,820

5-2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175,206
242,026

소계
계

2
0
2
2.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1-1

예산액

Ⅳ

4,90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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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Ⅴ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현장 공감 특수교육 정책 및 연수 지원
2. 성장과 공감의 특수교육
3.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전환교육
4.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진로교육
5. 소통과 협력의 행정지원

시책

01
현장 공감 특수교육 정책 및
연수 지원

추진
과제

1-1. 충북형 특수교육 정책 개발 및 학교 지원
1-2. 전문성 신장 및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연수 지원

추진과제
1-1

충북형 특수교육 정책 개발 및 학교 지원

2
0
2
2.

추진과제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특수교육 정책 개발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및 홍보를 통한 내실 있는 특수교육 현장 지원

주요내용
1-1-1

미래형 특수교육 정책 지원
현장요구 대응 충북형 특수교육 정책자료 개발
참여와 공유를 통한 충북형 특수교육 수업 콘서트 개최
교육관 증축 및 감성숲 놀이터 조성 참여설계를 위한 TF운영

1-1-2

특수교육 관련자료 제공
홈페이지에 ‘한 눈에 보이는 특수교육’ 사이트 구축
특수교육원 추진사업 안내 자료 제작·보급
- 주요업무계획, 행정서비스 리플릿 등
특수교육 현황 자료 제공

1-1-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앱 해설프로그램 지원
교수·학습자료 등 학교지원을 위한 장애 맞춤형 앱 해설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탑재를 통한 앱 해설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및 편의제공

1-1-4

Ⅴ

공감을 넘어 함께하는 특수교육 홍보활동
충북지역 특수교육 현장소식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소식지 발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꿈끼작품 달력 제작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한 특수교육 현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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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특수교육 정책 개발

예산액

비고

21,340

- 특수교육 자료개발

9,120

- 수업콘서트

3,700

- 교육관 및 감성숲 TF운영

8,520

1-1-2

특수교육 관련자료 제공

5,000

1-1-3

앱 해설 프로그램 제작

8,300

1-1-1

1-1-4

홍보 강화

25,500

- 소식지 발간 등

18,500

- 특수교육언론홍보
계

7,000
60,140

기대효과
특수교육 관련 정책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현장 지원의 내실화
수업콘서트를 통한 미래형 수업 사례 공유 및 일반화
앱 해설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 확대로 교육격차 완화
교육기관 홍보 및 소식지를 통한 특수교육 정책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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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2

전문성 신장 및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연수 지원

2
0
2
2.

추진과제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연수 운영
통합학교 관리자 및 교원 대상 연수를 통한 특수교육 이해 및 인식 제고
특수교육 지원인력 및 학부모 연수를 통한 특수교육 공동체 협력 강화

주요내용
1-2-1

자격연수
특수학교(유) 정교사(1급) 자격 연수(위탁) 운영: 동계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자격 연수(자체) 운영: 하계
특수학교(중등) 이료 부전공 자격연수(위탁) 운영: 연중

1-2-2

배움과 나눔의 직무연수
특수교사(유·초등)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2월, 89명
특수교사(중등)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2월, 21명
특수교사(유·초·중등) 신규임용 추수연수: 4월, 112명
특수교사 배움길(주제별) 연수 운영: 2회, 40명     
특수교사 배움길(과정별) 연수 운영: 3회, 60명      
특수교육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찾아가는 자율기획 연수 운영: 4회, 100명
특수교육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퇴근길 연수 운영: 4회, 40명
특수교육교원의 마음증진 건강을 위한 심리치유 연수 운영: 1회, 35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 연수 운영: 1회, 30명
장애교원 연수지원(수어, 점자 등)

1-2-3

Ⅴ

통합학교 관리자 연수
모두가 행복한 통합교육의 이해: 6회, 600명
학교관리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
교육전문직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및 직무능력 제고

충청북도특수교육원 33

주요업무계획

1-2-4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장애인식 개선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원격콘텐츠연수 운영:
  1회, 250명
특수교육지원인력 집합연수 운영: 5회, 500명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존중 및 긍정적 행동지원 인식 제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권역별 연수

1-2-5

통합교육 교(직)원연수
통합교육(유·초등) 역량강화 연수: 1회, 100명
통합교육(중등) 역량강화 연수: 1회, 100명
통합학급 담당교원 원격연수: 1회, 200명
특수(통합)교육 내실화 및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위한 상시 원격연수: 1,000명

1-2-6

원격연수
특수교육 관련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상시 원격연수 운영: 연중
통합학급 역량강화 상시원격연수

1-2-7

학부모 연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원격(콘텐츠) 연수: 2회, 200명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수: 3회, 100명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권역별 힐링연수: 3회, 60명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가족지원위한 가족캠프: 1회, 40명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장애인 편의(정보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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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1-2-2

예산액

비고

자격연수

91,936

- 특수(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56,335

- 특수(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28,125

- 특수(중등) 이료부전공 자격연수

7,476

배움과 나눔의 직무연수

62,800

- 특수교사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35,980

- 특수교사 연수(배움길, 자율기획연수)

13,410

- 심리치유연수

7,950

-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

2,100

- 장애교원연수지원

2,400
960

- 교직원소통연수
1-2-3

통합학교 관리자 연수

12,570

1-2-4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12,900

1-2-5

통합교육 교(직)원연수

10,690

1-2-6

특수(일반)교직원원격연수

18,360

학부모연수

31,395

- 학부모 교육

11,320

1-2-7

7,815

- 학부모 힐링연수

11,060

- 가족캠프

1,200

- 장애학부모 연수지원
계

2
0
2
2.

주요업무 추진계획

1-2-1

추진사업

Ⅳ

240,651

기대효과
미래형 연수를 통한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미래역량 강화
자율기반 현장밀착형 연수를 통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수를 통한 가족지원 및 교육공동체 협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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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02
성장과 공감의
특수교육

추진
과제

2-1.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2-2. 공감과 포용으로 함께 행복한 공정교육 실현

추진과제
2-1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2
0
2
2.

추진과제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통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강화
미래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회복과 성장 도모

주요내용
2-1-1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도모
- 공유와 협력으로 지역별 균형 있는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방과후학교·치료지원 운영 모니터링
특수교육 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2-1-2

Ⅴ

장애학생 유형별 지원
건강장애학생 지원
- 원격수업 위탁운영: 스쿨포유(한국교육개발원), 꿈사랑학교(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 화상강의 지원: 스쿨포유(초등) 수업 지원
- 병원학교: 충북대학교병원학교 및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감각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 시각장애특성화거점지원센터 운영 지원(시각장애 특수학교 2교)
- 청각장애특성화거점지원센터 운영 지원(청각장애 특수학교 1교)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권 보장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특수학교 2교)
장애유형별 맞춤형 학생 지원
- 특수학교의 여건과 장애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택 운영
- 통합교육, 심리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재활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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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2-1-3

특수교육대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특수학교 10교, 10센터
-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체육 역량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체육 관련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수학교 10교, 10센터
-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
- 양육코칭, 자조모임, 가족상담, 입학적응 프로그램, 형제·자매 지원 등

2-1-4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도보통학 및 통학버스 지원이 어려운 학생 중 신청, 개별화교육 지원팀에서 선정
지원: 학생 1,406명, 학부모 1,258명
- 공립학교: 학생 1,188명, 학부모 1,059명
- 사립학교: 학생 218명, 학부모 1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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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2-1-1

2-1-3

2-1-4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예산액

비고
340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지원

427,031

- 건강장애 지원

228,131

- 감각장애특성화센터지원

53,900

-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권 보장 사업

45,000

- 장애유형별 맞춤형 학생지원

100,000

특수교육대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60,000

-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40,000

-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20,000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

2
0
2
2.

주요업무 추진계획

2-1-2

추진사업

Ⅴ

1,579,240
2,266,611

기대효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여건 조성
다양성을 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 및 교육회복 도모
통학비 지급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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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2-2

공감과 포용으로 함께 행복한 공정교육 실현

추진과제목표
인권 존중 문화 정착 및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개별·학급·학교차원의 행동중재 지원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강화

주요내용
2-2-1

통합교육 지원 강화
통합교육 운영비 지원: 37개원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 대상 통합교육 운영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참여권 보장 및 통합교육 여건 개선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지원: 7개원, 3센터
- 유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운영
-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교육 지원 강화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지원: 8센터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

2-2-2

장애공감문화 확산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비장애 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지원(초·중학교)
- 장애인과 비장애인 2인 1조로 구성된 강사 또는 1인 강사 지원
특수교육원 온·오프라인 장애이해체험관 운영
- 비장애 학생 대상 인권교육 및 장애이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장애이해교육실 운영: 콘텐츠 및 꾸러미 지원
- 시각장애체험실·보조공학기기 체험실 운영
- 교육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점자도서관-시각장애체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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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Ⅴ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10센터(11개단)
2
0
2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2회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4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2-2-4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
개별 차원의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긍정적 행동지원단 거점 운영: 3센터
- 특수교육대상자의 부적응행동 감소 및 바람직한 행동 형성 지원
-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의 정보·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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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통합교육 지원 강화

119,000

- 통합교육 운영비 지원

55,500

-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지원

34,000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지원

29,500

2-2-1

장애공감문화 형성
2-2-2

101,500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20,000

- 장애이해체험관 운영

81,500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151,000

- 인권지원단 담당자 연수

2,000

2-2-3
- 인권지원단 운영
- 인권침해 실태조사
장애학생행동중재지원

114,000
35,000
118,360

-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10,000

-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80,000

- 긍정적 행동지원단

28,360

2-2-4

계

489,860

기대효과
통합교육 여건 개선으로 내실 있는 통합교육 실현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 추진 및 사업 평가를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 정착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긍정적 행동지원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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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시책

03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전환교육

추진
과제

3-1.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지원 확대
3-2. 교사·학부모 전환교육 역량강화
3-3. 성공적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제 기반 마련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3-1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지원 확대

추진과제목표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자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역량 강화

주요내용
3-1-1

특수교육대상자 전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전환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전환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자립 및 사회전환에 필요한 영역으로 교육 운영
- 경제교육, 직장예절 및 스피치교육,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교육, 노동인권교육
대상: 특수학교(급) 고등과정 재학생 및 전공과 재학생
방법: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형태로 진행

3-1-2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정보 지원
대학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 대입정보 제공을 통한 적극적 행정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교육 진학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 대입정보포털 및 대학알리미 등의 정보포털 사용방법 등 대입관련 자료 안내
- 2023.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자료집 제작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설명회 개최
- 대학생활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장애대학생의 인터뷰를 통한 대학적응 지원
- 대학 및 관련 기관의 캠퍼스 영상투어를 통한 정보 제공
- 대학 입학사정관,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입학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 고등학교·전공과 재학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충청권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활 체험
   기회 제공
-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촉진 및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후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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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충북장애학생 직업박람회 운영

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모의면접 환경구성 및 면접 경험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령기 이후의 진로 탐색 및 설계 기회 부여
모의 면접 경험을 통한 취업 준비 동기 부여 및 자신감 증진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전환정보 습득 및 지역사회 전환
   기회 폭 확대

3-1-4

특수교육대상자 문화공연 지원
지역의 특색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여가・문화생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여가·문화 영역별 전문가 초빙 강연 또는 강사 지원
원활한 참여 및 다양한 여가・문화공간 체험을 위하여 차량 임차 지원
다양한 여가·문화생활 경험을 통한 행복감 증진 및 활기찬 사회생활 기대감 증진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62,560

3-1-1

특수교육대상자 전환교육

3-1-2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정보 지원

3-1-3

충북장애학생 직업박람회

39,680

3-1-4

특수교육대상자 문화공연 지원

16,000

계

비고

160,200

278,440

기대효과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정보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전환 능력 향상 도모
진학 정보 및 취업 기회 부여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 기대 및 참여 확대
대학생활 체험을 통한 전환기 장애학생의 대학진로진학 기회 마련
여가문화생활을 통한 긍정적 사회 전환 인식 및 행복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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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계획

2
0
2
2.

유관기관・사업체 인사담당자 및 특수교육전문가의 학생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3-2

교사·학부모 전환교육 역량강화

추진과제목표
전환교육 전문성을 함양한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전환교육 지원
장애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충북 전환교육 역량 강화

주요내용
3-2-1

전환교육 담당자 교육 및 연수
전환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 전환교육 전문성을 함양한 전문가 인력풀 구축, 충북 전환교육 역량 강화
- 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활동 연구, 관련 연수 진행
- 전환교육 관련 기관 탐방, 타 시도 운영 사례 공유 활동을 통한 적용방안 탐구
전환교육 담당교사 연수
- 특수교사의 전환교육 관련 역량강화 및 전문성 신장
- 전환교육에 대한 이해와 최근 동향 및 현장적용 방법에 관한 연수 실시

3-2-2

전환기 학부모 교육
직장이해교육 및 현장탐방
- 취업과 진로지도, 사회적응 등에 관한 교육
- 장애학생 취업 유망직종 및 지원 관련 현장 탐방 형태의 연수 진행  
취미·창업클래스
- 학부모 자조모임, 창업 및 진로 등의 정보 교류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실제 직무 중심의 교육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과정에서의 학부모 역할 인식
우리 자녀의 성장스토리
- 자녀 자립 생활 및 취업, 양육 등의 정보 교류를 통한 학부모 자조모임 지원
- 권역 또는 지역별 대상자 모집 및 소모임 형태의 팀구성으로 코칭 효과 극대화  
학부모 자조모임 운영
- 학부모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학부모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
- 직장 현장탐방, 원데이클래스, 창업특강, 성장스토리 심화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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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전환교육 담당자 교육 및 연수

3-2-2

전환기 학부모 교육
계

비고
6,825

2
0
2
2.

주요업무 추진계획

3-2-1

예산액

Ⅴ

57,240
64,065

기대효과
전환교육 전문성을 함양한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충북 전환교육 역량 강화
장애가족 간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정보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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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3-3

성공적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기반 마련

추진과제목표
전환기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사회 접근성 향상 및 정보 제공 방안 마련
학교대상 발달장애학생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보 안내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체제 기반 조성 및 전환교육 활성화

주요내용
3-3-1

전환교육 매뉴얼 개발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취업 및 장애인 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충북 전환교육 매뉴얼 제작
학교 교사, 외부 위원 등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정보 제공
핸드북 형태로 제작,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배포

3-3-2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업무 지원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업무 지원: 지원인력 2명 파견
충청북도교육청(사서보조), 충청북도특수교육원(사무보조) 훈련과정 지원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관련 업무 및 취업 정보 안내

3-3-3

장애학생 취업 지원 협의회
기관 간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및 사업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체제 구축
지자체(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 취업지원기관, 장애인취업처, 충북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
장애 학생 취업 지원 관련한 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논의
연 2회 정기협의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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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전환교육 매뉴얼 개발

3-3-2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업무지원

3-3-3

장애학생 취업 지원 협의회
계

비고

16,400

2
0
2
2.

주요업무 추진계획

3-3-1

예산액

Ⅴ

8,880
400
25,680

기대효과
전환매뉴얼을 통한 전환기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사회 정보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체제 구축 및 전환교육 지원
전환기 특수교육대상자의 고용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취업 방안 논의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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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04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진로교육

추진
과제

4-1. 내 삶을 설계하는 진로체험
4-2. 미래생활역량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4-3.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

추진과제
4-1

내 삶을 설계하는 진로체험

Ⅴ

추진과제목표
다양한 진로체험과 여가 문화 체험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의 미래생활 역량 강화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 및 직업 능력 신장에 따른 꿈을 설계하는 기회 제공

주요내용
4-1-1

특수교육체험관 운영
진로체험관 운영: 9실
- I코스(자아인식): 자기관리실, 직업평가실, 보건교육실
- We코스(대인서비스): 바리스타실, 간병보조실, 호텔룸메이드실
- Do코스(제조실무): 포장·조립실, 사무행정실, 세탁·린넨실
- 현장 중심 맞춤형 체험관을 활용하여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활동 실시
- 실시간 쌍방향 원격 체험 및 방문 체험 병행 운영
상상누림체험관 운영: 2실
- 상상누림터: 상상스케치, 인터렉티브존, 실감영상체험존, 모션코딩존, 암벽등반존,
                     VR체험존, 스포츠존
- 게임문화체험터: 모바일존, 비디오존, 키넥트존, 레이싱존, VR존
- 몰입감 높은 실감콘텐츠와 게임 체험을 통해 장애학생의 문화복지 확대
- 동영상 콘텐츠 활용 원격 체험 및 방문 체험 병행 운영

4-1-2

진로역량을 키우는 대회 운영
장애학생 e페스티벌: 충북예선 6월 중, 전국대회 10월 중
-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운영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여가생활 질 제고
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 충북예선 6월 중, 전국대회 10월 중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종목 구성으로 직업기능 향상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

4-1-3

진로직업체험의 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체험을 지원
교육공무원 진로체험 제공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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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계획

2
0
2
2.

주요업무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4-1-1

추진사업

132,580

- 특수교육체험관운영

130,500

- 특수교육체험관집기

2,080

-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

4-1-3

비고

특수교육체험관 운영

진로역량을 키우는 대회 운영
4-1-2

예산액

진로직업체험의 날
계

41,460
5,700
35,760
1,300
175,340

기대효과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통하여 예비 직업인으로서 기능 및 태도 함양
실감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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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4-2

미래생활역량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의 기회 제공
특수학교 자유학기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주요내용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및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거점 센터 및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 거점 센터: 청주특수교육지원센터, 충주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0교

4-2-2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수학교 고등부 및 모든 전공과 직업교육 운영 지원
- 특수학교 고등부: 10교
- 전공과: 11교(충북에너지고 외 특수학교 10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 특수학교 4교
전문직업인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수학교 2교
진로교육집중학년제 운영 지원: 특수학교 4교
학교 간 진로직업교육중점 운영 지원: 특수학교 1교

4-2-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지원
진로전담교사 협의회 및 평가회
진로전담교사 진로상담 역량 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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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계획

2
0
2
2.

추진과제목표

4-2-1

Ⅴ

주요업무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특수학교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4-2-1

4-2-3

101,800

- 자유학년제 학교지원

80,000

- 거점형자유학년제 운영

21,800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4-2-2

비고

305,000

- 전공과직업교육지원

84,000

- 고등부직업교육지원

106,000

- 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운영

40,000

- 전문직업인양성을위한특화교육과정

40,000

- 진로교육집중학년제운영

20,000

- 학교간진로직업교육중점운영

15,000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지원
계

1,960
408,760

기대효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인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을 통한 꿈과 끼 계발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직무역량 강화 및 진로의 다양화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전문성 강화 및 진로상담운영 방안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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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4-3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학습중심 맞춤형 현장실습 지원
지역사회 기반 사업체 및 학교내 실습실을 통한 직무능력 및 취업역량 강화

주요내용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장애학생 일자리사업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사업
- 학교 내 직무개발 및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고용을 통해 직업적응능력 지원
- 공립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고3·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 [지역연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서 장애인 전문상담 등 전문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 지역사회 내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실시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고3·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 [지역연계]한국장애인개발원(지역 복지관)에서 훈련기간 동안 훈련지원인이 직무지원

4-3-2

직업능력평가
표준화된 직업능력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신체능력평가, 직업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실시
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4-3-3

취업지원을 위한 현장·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설명회
현장실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 현장실습지원 찾아가는 소통협의회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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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계획

2
0
2
2.

추진과제목표

4-3-1

Ⅴ

주요업무계획

4-3-4

특수학교 학교기업
특수학교 내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업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현장실습 기회 제공  
운영교: 특수학교 3교

4-3-5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실습실을 이용한 직업체험,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운영교: 일반학교(고) 3교

4-3-6

직업실기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취득과정 운영 지원
학생의 적성을 고려한 자격취득 과정 운영 및 자격증 발급 비용 지원
운영교: 일반학교(고) 3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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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예산액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장애학생 일자리사업

409,000

- 장애학생학교내일자리사업

369,000
40,000

- 현장중심맞춤형일자리및취업지원
4-3-2

4-3-3

비고

직업능력평가

1,800

취업지원을 위한 현장·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2,215
465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설명회

1,750

- 현장실습지원단
4-3-4

특수학교 학교기업

4-3-5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4-3-6

직업실기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취득과정 운영 지원
계

2
0
2
2.

주요업무 추진계획

4-3-1

추진사업

Ⅴ

90,000
120,000
30,000
653,015

기대효과
현장실습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직업능력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합한 직업교육 및 직업계획 수립 지원
학습중심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사회로 성공적인 전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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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05
소통과 협력의
행정 지원

추진
과제

5-1.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운영
5-2.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과제
5-1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운영

Ⅴ
2
0
2
2.

추진과제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안전점검 강화로 최적의 교육 시설 유지
사계절 아름답고 쾌적한 교육 공간 조성

주요내용
5-1-1

시설물 안전관리 최적화
시설물 및 연수기자재 점검: 수시
연수시설 및 장애인체육활동 시설지원
시설안전 정기검사
- 전기: 매월 2회
- 소방: 매월
- 승강기: 매월
- 주차장 식생포장: 매월
- 실별 안전점검: 매월
- 화재예방점검: 매월
시설안전 정밀점검
- 소방작동기능 점검: 1회
- 승강기 정기점검: 1회

5-1-2

쾌적하고 아름다운 교육환경 조성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수목 및 화단관리
냉난방 에너지 효율 증대
쾌적하고 청결한 연수시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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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5-1-1

시설물 안전관리 최적화

51,520

5-1-2

쾌적하고 아름다운 교육환경 조성

15,300

계

66,820

기대효과
매월 지속적인 시설안전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시설 대여를 통한 시설 부족난 해소 및 소통과 화합의 자리 마련
지속적인 수목 및 화단 관리로 교육수요자에게 친환경적 녹색 휴식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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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추진과제
5-2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Ⅴ

추진과제목표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충북교육」 실현

주요내용
5-2-1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
특수교육수요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기관운영으로
   최적의 행정서비스 제공
특수교육원 체험 학생들을 위한 차량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교육 및 직원 연수 실시
- 친절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 안보통일 교육, 보안교육
홈페이지 정보보안 개선 및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
-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점검·관리
직업평가 내실화를 위한 태블릿PC 구입

5-2-2

청렴-충북교육 실현
반부패 청렴 직장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범죄예방, 갑질예방, 공익신고자 보호교육 등
참여를 이끄는 소통 스토커의 날
전직원 청렴실천 다짐대회 동참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추진
분기별 청렴·친절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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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계획

2
0
2
2.

주요업무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

예산액
174,786
1,800

- 교직원 역량강화연수

800

- 기관평가관리
5-2-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27,878
1,500

- 재무관리(직업평가실 태블릿PC 구입)

600

- 교육협력관리
- 기관기본운영비
5-2-2

142,208
420

청렴-충북교육 실현
계

175,206

기대효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및 청렴실천과제 이행을 통한 청렴-충북교육 실현
직업평가 수요자 중심의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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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Ⅵ

2022. 중점사업
1. 성공적 전환과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협력 강화
2. 다양성을 존중하는 활동중심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요업무계획

중점사업
1

성공적 전환과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협력 강화

기본방향
전문기관과의 교육협력을 통한 장애학생들의 성공적 전환의 기틀 마련
대학과 연계한 입학설명회, 대학생활체험을 통한 진학정보 제공 및 안정적인 대학생활지원
장애학생 직업박람회를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및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시간 활용 인식 확대 및 취미·특기 탐색

추진내용
추진과제

장애학생
전환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내용

예산(천원)

경제교육
-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센터, 충북경제교육센터 등 전문기관 협력
- 체험활동 중심의 기초금융교육 및 합리적 소비 활동 교육
직장예절 및 스피치교육
- 지역사회 내외 스피치 전문 강사 협력
- 직장예절 및 스피치 기술 교육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응방안교육
- 여성장애인연대 교육협력
- 직장 내 올바른 성인지 및 성폭력 관련 대응 행동 교육
노동인권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와의 교육협력
- 장애학생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62,560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정보 지원
- 캠퍼스 영상 투어, 대학입학 설명회, 대학입학 자료집 제작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 충청권 대학교 연계 대학생활 체험 기회 제공
충북 장애학생 직업박람회
- 모의 면접 컨설팅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장애인 고용 사업체, 학교 등이
  참여한 진로 및 직업관련 체험활동
특수교육대상자 문화공연 지원
-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여가・문화생활 체험 프로그램 제공

215,880

기대효과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정보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전환역량 강화
진학 정보 및 취업 기회 부여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 기대 및 참여 확대
지역에 기반한 여가문화생활을 통한 긍정적 사회 전환 인식 및 행복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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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업
2

다양성을 존중하는 활동중심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본방향
학생 중심 맞춤형 진로체험으로 다양한 진로 설계를 하여 예비 직업인으로서 태도 고취
다양한 진로체험과 여가 문화 체험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의 미래생활 역량 강화

추진내용
추진과제

장애학생의 문화복지
다각화를 위한
상상누림체험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계발하는 진로체험

추진내용

예산(천원)

상상누림체험관 운영(매주 월요일)
- 상상누림터
·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활동
· 상상스케치, 인터렉티브존, 실감영상체험존, 모션코딩존,
  암벽등반존, VR체험존, 스포츠존
- 게임문화체험터
·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건전한 게임 문화 소개
· 모바일존, 비디오존, 키넥트존, 레이싱존, VR존
-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 체험 플랫폼 구축

21,800

진로체험관 운영(매주 수·목·금요일)
- I코스: 진로선택을 위한 자아인식 과정
· 자기관리, 직업평가, 보건교육
- We코스: 대면을 통한 직업서비스 과정
· 바리스타, 간병보조, 호텔룸메이드
- Do코스: 현장 적응을 위한 실무 과정
·포장·조립, 사무행정, 세탁·린넨
- 찾아가는 유치원 체험주간 운영, 연2회
- 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화프로그램
- 진로체험꾸러미를 활용한 원격 진로체험 실시

63,280

기대효과
가상의 체험 및 생동감 넘치는 여가 문화 체험 제공을 통해 문화복지 증진
다양한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방문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원격체험을 통해 진로체험 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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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사업

가상 및 증강현실 등의 첨단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자원이 복합된 콘텐츠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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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66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충청북도특수교육원 67

MEMO

68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충청북도특수교육원
CHUNGCHEONGBUKDO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