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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1 행정조직
2 직원현황
3 학교현황
4 평생교육기관 현황
5 교육재정 현황

2022 주요업무계획

11 행정조직
기구: 3과 2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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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리팀

12 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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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교현황
(2022. 1. 1. 기준)

학교수 (병설 및 분교장)

학급수

구분

(특수학급)

학생수

교원

일반직

교육
공무직원

공립

사립

계

유치원

3(29)

11

14(29)

133(6)

2,224

189

8

27

초등학교

36(1)

0

36(1)

511(35)

10,027

777

131

350

중학교

16

3

19

214(11)

5,376

467

42

128

고등학교

6

5

11

219(8)

5,208

489

27

92

특수학교

1

3

4

89

374

153

7

29

62(30)

22

84(30)

1,166(60)

23,209

2,075

215

626

계

14 평생교육기관 현황
(2022. 1. 1. 기준)

평생교육시설

학 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계

12

323

142

319

796

15 교육재정 현황
(2022. 1. 1. 기준)

구
세입

분

예 산 액 (단위: 천원)

구성비(%)

배 분 재 원

23,098,223

100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19,636,057

85.01

교 육

10,680

0.05

교 육 일 반

3,451,486

14.94

계

23,098,223

100

평 생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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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의 기저

1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2 충주교육의 기본방향
3 충북 미래교육 방향
4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미래학력
5 학교교육의 지향
6 2022. 충북교육 정책추진 5대 방향

2022 주요업무계획

1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함께 행복한 교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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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주교육의 기본방향

꿈·도전·동행의 행복 충주교육

건강한 성장과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생활교육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소통과 포용으로
해법을 찾는
교육행정

삶과 배움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사람

모두의 실천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자치

온마을 배움터
충주행복교육지구

민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주인되는
마을교육공동체

관

학

소통과 협력으로
연대하는
교육청·지방자치단체

마을을 넘나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11

2022 주요업무계획

충주교육의 기본방향
충주교육지원청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도전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을 길러,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배움을 통한 개별 성장으로 삶의 주인이 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공동체 역량을 길러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길러내겠습니다.

충주교육의 역점사업
학교지원
혁신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실질적 학교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 업무 재구조화 및 플랫폼 구축
협력·소통·지원을 위한 자치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지역상생학교
운영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역상생학교 홍보 강화

기초·기본교육
강화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충주거점 학습코칭대상자 선제적 확대 지원

중입배정 개선

지역상생학교 네트워크 운영으로 다양한 특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 안·밖 기초학습안전망 구축 및 운영 내실화
정책연구결과 및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입 배정방식 개선
중입배정방식 개선에 따른 충주시학교군중학교 입학 배정 시스템 개선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학급 운영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과 변화를 위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 확산 지원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 강화

정신건강전문의 지원을 통한 위기학생 상시 지원체제 구축

실천학급 운영 교사 연수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내실화

마음치유 생명존중 교육으로 마음이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온마을 배움터 충주행복교육지구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주인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소통과 협력으로
연대하는
교육청·지방자치단체
마을을 넘나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교육 활성화
읍·면·동 단위 소규모 마을학교 운영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충주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를 통한 행복교육네트워크 구축
미래교육공부모임 활성화로 미래교육공동협력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자원 개발
지역 대학연계 및 충주청소년문화벨트 활성화로 학교-마을을 잇는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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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북 미래교육 방향

충북 미래교육의 핵심은 사람이다. 모든 아이들이 삶의 주도성을 확립하고, 학교, 지역,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학생들의 주도성을 역량으로 길러내는 역량중심 교육
과정으로 전환하고, 디지털과 친환경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가능한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한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
체가 되어 시민성을 실천하고,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학교·대학·마을·지역
사회가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한다.

13

2022 주요업무계획

4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미래학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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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교육의 지향

15

2022 주요업무계획

6 2022. 충북교육 정책추진 5대 방향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과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교육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심리·정서·사회성을 길러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재를 기르고, 학교
지원을 강화하여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 기반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교육
주체의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으로
학교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상황별 상시 지원체제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충북형 미래인재육성모델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학 미래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도성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생주도학습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학교자치 활성화와 민주학교 실천으로
미래시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특색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한 행복교육지구 및 미래형협력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겠
습니다.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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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배움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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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성과

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6 온마을 배움터 충주행복교육지구

2022 주요업무계획

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모범학생 표창: 34교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자치 바로알기 캠프’ 운영: 11교(초 8, 중 2, 고 1)
충주학생위원들의 기부챌린지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 희망’ 운영: 8교
학교생활협약 제·개정 현황 파악 및 개정 안내: 70교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지원: 7팀(초 1, 중 3, 고 3)
학생자치회의실 구축 지원: 9교(초 1, 중 4, 고 4)
충주학생위원회 활동 활성화 지원
- 충주학생위원회 및 충주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생위원 70명, 참여위원 11명
- 충주학생위원회 정례회의 1회, 충주학생위원회 교육장·학생대표 만남 1회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8회(누적 인원 138명)
아버지를 위한 체험 교실 운영: 2회(누적 인원 108명)
학부모 소통간담회 운영: 5회
학부모 성장 교실 운영
- 자기주도학습 학부모교육 운영: 3회(누적 인원 47명)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2회(누적 인원 37명)
- 학부모연합회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1회(85명)
- 학부모동아리 교육: 4회(57명)
학부모동아리 지원: 2개 동아리, 수시
교육공동체실 구축 지원: 11교(초 8, 고 3)
충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 운영 지원: 수시
북부지역거점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북부지역 학부모 조례제정 안내 및 자치활동 컨설팅: 수시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전문적학습공동체 조직·운영: 66교(초 36, 중 19, 고 11)
공감과 소통 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장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4회
코로나19, 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 학교(원)장 화상회의: 1회(9월)
교육지원청 동아리 9개 개설 및 운영
봉현로 170 소통방 익명게시판: 월 1회 이상 소통메신저 홍보, 게시물 5개
부서별 ‘마니또’행사 3주간 운영: 1회(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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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맞이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2회
1사 1촌 농촌 일손 돕기: 4회(옥수수 심기, 복숭아 적과, 밤 줍기, 고구마 수확)
충주 미래교육협치위원회 규정 제정 및 위원 위촉(15명)
충주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정기회 개최: 2회(6월, 11월)
양방향 소통 홍보매체 운영
- 카카오톡 채널(충주교육톡) 친구 수: 1,420명 / 게시글 탑재: 107건
- 유튜브 채널(충주교육맨) 누적 조회수: 19,806회 / 게시글 탑재: 53건
지역 언론사 광고를 통한 충주교육 홍보: 40회
지역 연계 협력과 소통 간담회 추진
- 지역 소그룹 교육정책 소통간담회 실시
: 학운위원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대상 6개 지역, 11개 그룹 간담회 실시
- 충주시의회 교육정책 설명회
- 용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로 학교자치와 주민자치 협력체계 구축
학교지원 혁신시범교육지원청 운영
- 교육지원청 업무 재구조화 및 플랫폼 구축: TF팀 중심의 협력적 사업 추진
- 학교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민주적 회의진행 방법 연수: 4회
- 소통·협력·지원을 위한 동상동몽 전직원 및 전입교직원 소통토론회: 4회
- 정책사업추진 역량강화 연수: 3회(사람중심미래교육, 교육생태계구축)
- [대한민국교육자치30년기념] 2021. 교육지원청 혁신포럼 1회
- 학교지원 혁신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정책연구 협력: 정책협의 1회, FGI 2회
학교 중심 행정지원, 학교업무 적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학교업무 재구조화 및 민주적 학교문화조성 지원: 3교(초 2, 고 1)
- 학교업무바로지원시스템 및 학교업무바로지원팀 운영: 42교 472회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지원 체제 확산
- 초·중등 단기수업지원 순회기간제교사 운영 지원: 472회
-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재: 1회(9명)
- 지역 대학연계 교육활동 매칭 지원: 국가근로장학 사업신청 및 배정 3교
-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경감 예산 교부: 17교(유 1, 초 6, 중 6, 고 3, 특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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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 업무 정상화를 위한 지원
- 수목전지: 27교(유 1, 초 20, 중 5, 고 1)
- 예초작업: 24교(초 16, 중 5, 고 3)
- 냉난방기 기본세척: 32교(유 2, 초 25, 중 5)
- 운동장 평탄화 및 소금살포: 7교(초 6, 중 1)
- 배수로 청소: 11교(유 1, 초 8, 중 2)
- 기타(경사지 정리 등): 3교(유 1, 초 2)
- 학교시설관리배치도 작성 보급
- 자체시설사업 예산소요액 산출: 1교 1건
- 자체시설공사 업무지원(충주, 제천, 단양): 33교 57건
- 사립학교 자체시설공사 업무지원: 12교 47건
- 공문서 진단키트 활용 학교업무 재구조화 컨설팅: 2교(초 1, 고 1)
컨설팅·예방 중심 지원형 감사
- 종합감사 27개 기관(학교) 실시: 27교(유 8, 초 13, 중 6)
- 사전 예방을 위한 복무감사 실시: 7회, 16교(유 1, 초 9, 중 6)
찾아가는 지방공무원 인사상담 실시: 58명
교육행정기관 평가 실시
-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 계획수립을 위한 협의회: 2회
- 교육행정기관 평가 모델 구축: 팀→부서→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정비: 학교지원단협의회 4회
- 교육행정기관 업무재구조화 워크숍: 1회
자율성·책무성을 동반한 학교자체평가 실시 지원: 고 2교
「청렴-충주교육」 및 반부패 시책 평가 추진
- 찾아가는 산하기관 청렴컨설팅 실시: 11교(초 5, 중 6)
- 충주-청렴인 시상: 4회, 4명
- 기관장 주관 청렴특강 개최: 3회
- 청렴사회 협약 체결: 충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 충주교육지원청 신규 공무원 청렴소명식 실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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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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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지원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운영: 2회(중 22명, 고 20명)
농업진로교육 활성화 학교 지원 업무협약 체결: 1회(9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공감한마당 운영: 1회(중 4교)
지자체 연계 자유학기(학년)제 운영교 운영비 지원: 1회(중 19교)
자유학기(학년)제 학부모 이해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및 보급: 1회, 55교(초 36, 중 19)
충주 지역 자유학년제 동반성장을 위한 담당자 네트워크 운영: 19명
자유학기(학년)제 이해 초·중 학부모 대상 연수: 4회(총 115명)
pre-자유학기제 운영비 지원: 1회(초 1교)
post-자유학기제 운영비 지원: 1회(중 2교)
학생주도성 성장 지원을 위한 충주 자유학년제·꿈길 자료집 제작 배부: 1회
일반고 학교 연합 방과후 수업 운영: 9개 강좌
학교 연합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일반고 7교(17개, 473명)
한국교통대 연계 정밀 의료·의료 기기 Design Thinking 프로그램 운영: 일반고 105명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2개 대학 10개 과정 운영
개인 맞춤형 선택형 고교 학점제 지원: 일반고 8교
일대일 맞춤형 오프라인 상담을 통한 진로·학업 설계 지원: 300회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 일반고 6교, 학생·학부모 340명
진학전문가 초청 설명회 운영: 일반고 7교, 19회
진학 담당 교원 진학 역량 강화 연수 운영: 2회 160명
충북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은 1, 동 1
제39회 충북청소년과학탐구대회
- 과학토론: 금 1, 은 2, 장려 3
- 융합과학1: 은 1, 동 3 / 융합과학2: 금 2, 은 2, 장려 1
과학실 안전관리 지원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7월
과학실험실 안전역량강화 과학담당자 연수: 7월, 초․중 55교
제67회 충북과학전람회: 특상 4, 우수 1, 장려 3, 입선 1
제42회 충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작품제작 지원: 36교(초 24, 중 3, 고 9)
제25회 충주학생과학캠프 운영: 11월, 42명(초 32, 중 10)
거점형 학교연합 수학축제 운영: 11월, 20개부스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지원: 41교(초 27, 중 13,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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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충주컴퓨터꿈나무축제: 9월, 초·중·고 PT 32팀, SW 20명
제22회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 PT 8팀, SW 7팀, SW제작공모 9팀 입상
- 입상학생 지도 우수학교 선정: 3교(국원초, 충주미덕중, 충주상업고)
컴퓨터영재교실 운영: 3강좌(초등 2, 중등 1)
북부권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협의회 및 컨설팅: 5월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홍보(고 3교): 수시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담당자 협의회(고 3교): 10월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역량강화연수: 12월
북부권 교사대상 직업계고 이해 및 인식개선 연수: 1회(9월)
찾아가는 직업계고 홍보 지원(중 15교)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점검(고 6교)
특성화고 창업동아리 활성화 협의회: 2회(고 3교)
고졸취업지원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충주상공회의소, 충주시기업인협회: 2회
특성화고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원
- 무학시장상인회 업무협약: 1회(7월)
- 특성화고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상점 구축(9월)

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5명, 2회(6월, 9월)
행복한 삶을 만드는‘영화 감독과의 만남’ 운영: 3월(60명)
제21회 충주청소년한마음예술제 운영: 6월
제12회 충주 학생 가야금 경연대회 운영: 독주(초·중 26명), 합주(초·중 15팀)
지역사회 문화예술 대회 운영 지원: 7회
지역문화예술체험학교 지원: 초·중·고 11교(1,594명)
예술교육실 현대화 사업 컨설팅: 3교(중 1, 고 2)
「충효예향 글쓰기 대회」공모전 실시: 1회(초·중·고 741명 참여)
「제41회 국민독서경진 충주시예선대회」운영 지원: 1회(초·중·고 18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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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독서인문지원단 협의회 실시: 7회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기증도서 배부: 25교(초 15, 중 5, 고 3, 마을학교 2)
북부권 지역연계 독서 행사 실시: 1회(초·중 80명 참여)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확대 지원에 따른 컨설팅: 3교(초 2, 중 1)
인문소양 역량강화 교원 연수: 2회
충주시청 실업선수단과 함께하는 스포츠 진로교실 운영(배드민턴, 육상, 복싱): 52명
충주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줄넘기, 농구, 축구, 티볼, 댄스): 초·중·고, 300명
청소년 무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제10회 교육장기 수영대회 운영(초, 중): 46명
학교운동부 인권보호 교육 및 도핑방지 교육: 1회(40명)
양성평등 문예행사 및 교육장상 시상: 9명(초 4, 중 3, 고 2)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물품 지원: 84교(유 14, 초 36, 중 19, 고 11, 특수 4)

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초록학교 운영 지원: 15교(교육과정 중심 8교, 학교숲 중심 7교)
초록학교지역협의회 및 초록학교 담당교사 연수: 7월
초록학교지역협의회 선진지 견학: 10월, 초록학교지역협의회 위원 18명 참가
찾아가는 평화통일 체험학습 운영: 4교(초 2, 중 2)
교육과정 연계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 지원: 55교(초 36, 중 19)
앎과 삶이 일치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 회복적생활교육 실천학급 운영비 지원: 42학급(급당 50만원)
- 회복적생활교육 실천학급 운영 교사 연수 및 매뉴얼 보급: 20명, 14시간
학생·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37교(초 5, 중 18, 고 12, 특수 2)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컨설팅: 39교(초 23, 중 12, 고 3, 특수 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컨설팅: 70교(초 36, 중 19, 고 11, 특수 4)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생활교육협의회 및 합동교외생활교육: 13회, 3월~12월
학교폭력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2회(4월, 7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위원 연수 실시: 2회(3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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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85회 개최(공동심의위원회 4회 포함)
찾아가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연수: 35교(초 23, 중 6, 고 6)
SOS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 학교폭력사안처리 지원: 방문 65회, 유선 1,156회
SOS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 협의회: 5회(3월~12월)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실시: 11회, 3월~12월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5회(4~9월)
꿈키움 멘토단 운영: 멘토 9명, 멘티 9명
꿈키움 멘토단 협의회: 5회
학업중단예방 방문 컨설팅: 8교(중 6, 고 2)
학업중단숙려제 및 단기대안위탁 교육 외부기관 운영: 20개기관
학업중단예방 담당자 연수: 2회
학업중단숙려제 및 단기대안위탁 교육기관 협의회(1회) 및 방문컨설팅: 14회
충주위(Wee)센터 위기학생 및 부적응학생 심층 지원
- 개인상담(172명/396건), 집단상담(312명/29건), 특별교육(118명/71건)
- 학교 순회상담: 145명(초 24명, 중 121명)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초 73명
- 「친절한 동행」자녀와 함께실천하는 놀이교육: 9회(36가정, 93명)
-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대면상담: 33명(초 11, 중 15, 고 7)
- 위(Wee)클래스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10교(초 5, 중 2, 특수 3)
- 위(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연수(슈퍼비전): 3회, 43명
- 관내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5회, 127명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 학생 및 교직원 정신건강증진 지원
- 상담 지원: 332건(학생 166, 학부모 161, 교사 5)
- 마음치유 심리극 및 생명존중교육: 33교(초 21, 중 8, 고 4)
- 학생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사업 실시: 14교(초 5, 중 3, 고 6)
- 자녀이해 마음성장 학부모 공개강좌: 3회
- 북부권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3회
- 교직원대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연수: 3회
- 교사 마음치유 캠프 운영: 1회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5회, 4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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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유·초·특수학교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9교(유 4, 초 4, 특수 1)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의무화 안내: 70교
교육여행 운영 매뉴얼 안내 및 교원 안전요원 직무연수 안내: 2회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 초 2교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82교(유 14, 초 36, 중 19, 고 11, 특수 2)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4교(초 1, 고 1, 특수 2)
상수도 인입 및 노후급수관 교체: 4교(초 1, 중 1, 고 1, 특수 1)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 및 점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대학교 94교
내진보강, 석면제거 사업추진: 15교(17동)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현행화
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분산배치교 지원: 3교(초 1, 중 2)
학급 증설비 지원: 2교(초 1, 중 1)

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유치원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 유치원 장학지원단 구성: 26명
유치원 현장지원 중심 맞춤형 장학지원단 구성: 4개분야
-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회계 및 유아학비, 정보공시, 유치원지원
유아교육 교원 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 6회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단 구성: 17명
유아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 유치원 간 전문적학습공동체(원장단-북부권, 원감단-북부권, 관내교사)
- 유치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전체, 병설유치원은 초등과 연계 운영)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조직 운영(3지구/중심유치원-국원,충주남산,탄금)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 지원: 8개원(공립 4, 사립 4)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43개원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컨설팅: 22개원(온종일 11, 아침 2, 저녁 9)
안심유치원 운영 지원: 6개원(공립 2, 사립 4)
유치원 행복지구 네트워크 구축 운영: 국원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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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행복나누미 운영 지원: 43개원
소규모 유치원 교육활동 공동 운영(4지구/중심유치원-대미,동락,수안보,엄정)
학부모교육 중심유치원 운영: 2개원(공립 1, 사립 1)
개별화교육계획 자체 점검표 제출: 2회, 61교(유 8, 초 29, 중 12, 고 8, 특수 4)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센터 운영
- 유치원 통합교육 교사 연수 2회(31명)
- 유치원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3개, 16학급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 통합교육지원단 특수교사 진단평가 연수 2회, 특수교사 11명
- 통합교육지원단 특수교사 연수 <찾아가는 드론교실> 1회, 9명
-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연수: 2회, 56명
- 초등특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교사 35명
현장지원 중심 SOS 멘토링: 신규 및 저경력 특수교사 5명, 12회
통합교육지원단 특수학급 미설치교 현장지원: 8교, 8회
통합교육지원단 통합교육 프로그램
- <친구와 함께하는 드론교실> 운영: 19교(초 15, 중 4), 총 51회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수: 2회, 34명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운영: 30명(영아 5, 유 9, 초 4, 중 7, 고 5)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9명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및 선정 배치, 장애명 변경을 위한 진단·평가: 153명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12회(대면 7, 서면 5)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기 지원: 15개교 25종 보조공학기기 대여
노후 특수학교(급) 현대화 사업: 3교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유, 초, 중, 고, 전공과 480명 지원
특수교육 방과후과정반(종일반) 운영
- 충주남산초 1개반, 특수 4교 13개반, 총 14개반
유치원 통합형방과후 운영 시간제 기간제교사: 유 5원, 6명 배치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운영
- 특수교육실무사 22교 26명, 자원봉사자 20교 29명, 사회복무요원 5명 총 60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총 4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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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총 205명 (유 31, 초 81, 중 93)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31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지원단 운영
- 정기현장지원 17교, 더봄학생 집중성교육 및 심리상담 9명 80회기
- 더봄학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특별사례회의 1회 개최>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81회기
긍정적행동지원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40회
- 학교로 찾아가는 긍정적행동지원 교사 연수 1회
- 긍정적행동지원단 학생 심리상담 20회기 지원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내실화 운영
- 특수학교 업무담당자 협의회(1회), 체험처 발굴 및 관리(협의회 1회)
-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 꿈꾸자! 펼치자! > 운영: 2개 프로그램(꿈꾸는 흙
놀이터, 마을에서 펼치는 나의 꿈), 총 15회기, 특수 5교, 70명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사랑이 발효되는 시간 ‘우리가족 장 만들기’> 24가족
- 특수교육대상자 형제자매를 위한 미술놀이치료 형제자매 18명, 33회기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캠프 프로그램 운영
- 통합캠프 [함께 걷는 한걸음]: 15교, 5회기, 113명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32교(초 20, 중 10, 고 2)
도시지역 방과후학교활성화 지원: 22교(초 9, 중 9, 고 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2교(초 18, 중 4)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지역중심 마을방과후학교 선정 및 컨설팅: 3단체
방과후학교 컨설팅단 조직: 5명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1회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인력풀 등록관리: 100명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방문 및 유선, 소통메신저를 통한 컨설팅 수시 진행
교육비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나이스 프로그램 전달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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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저녁·방과후 연계형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 오후돌봄 52실, 저녁돌봄 1실, 방과후연계형 1실
초등돌봄교실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1실
지역연계 돌봄교실 운영: 1단체
초등돌봄전담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1회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공립유 32개원(1,096명), 사립유 11개원(1,167명)
저소득층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초·중 581명, 103,257천원
무상급식 지원: 사립유 11개원, 59교(초 36, 중 19, 특수 4)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17교, 301명, 13,870천원
- 중학교 신입생 전체 교복 지원: 19교, 1,795명, 532,830천원
-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35교, 총 386명, 22,325천원
2021년 교육급여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초·중학생 1,262명 지원(재배정)
「다문화 정책학교」운영 지원: 6교(사립유 1, 초 4, 중 1)
다문화학생 맞춤형 강사 및 수업도우미 지원: 7교(초 6, 중 1)
다문화예비학교 한국어학급 학생멘토링: 충주중앙중, 35,000천원
지역연계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3,000천원
- 찾아가는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대상 레인보우 스쿨 운영 지원: 방과후 학습지원 및 상담
다문화학생 학용품 지원: 초 201명(굿네이버스 협조)
제4회 글로벌챌린저 비전 캠프 운영 지원: 초 20명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 5교(초 3, 중 2)
지역상생학교 일방학구제 운영: 초 9교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 3교(초 2, 중 1)
공립 유·초 통학차량 및 중학교 통학지원: 35교(유 9, 초 24, 중 2)
사회적기업 제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준수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운영 지원: 14교(초 7, 중 7)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14교)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사업담당자 협의회 실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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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사업담당자 연수 실시(1회)
-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공동사업 ‘배워서 나누는 우리’ 2회기 운영
- 저소득학생 대상 지역자원 연계(16,000천원 상당의 현물, 현금)
- 월드비전 조식지원 프로그램 「아침머꼬」운영: 충주여중, 신명중
평생교육 지원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학원 및 교습소 정보공개: 12회
-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114개소
- 학원강사 채용(해임), 폐원(소)신고 절차 간소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One-Stop 민원서비스
25건
- 학원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 394개소
- 학원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마스크, 소독제): 464개소

6 온마을 배움터 충주행복교육지구
[ 교육생태계 조성: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행복교육역량 강화 ]
분과대표협의회 월 1회(4~11월) 총 8회 운영
5개 분과별 협의회 각 3~4회 운영
행복교육아카데미 연수(4월)

[ 공교육 혁신지원: 행복 충주교육 실현을 위한 충주교육 프로젝트 ]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자원개발(4~8월)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청소년 프로젝트(5개 동아리 운영)
청소년 시민역량을 기르는 민주시민학교(1개) 및 청소년연합동아리(5개) 운영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자립할 청소년 자치활동 및 자치공간 활성화 노력
- 청소년 모임터 ‘다락방’및 자치배움터 ‘모모학교’(20,000천원)운영
- 청소년 프로젝트 동아리 5개 운영 및 지역 연합공동교육과정 지원
- 청소년 자전거하이킹 기부 챌린지(7월): 미얀마 학교 건립(28,000천원) 지원
교실로 찾아가는 교육회복 프로젝트 운영: 초·중·고·특수학교 2,02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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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미래교육지구 연계 청소년문화벨트 콘서트
- 모모학교, 잇다, 다락방, 재생허브 체험프로그램 운영(초·중·고 1,500여명 참여)

[ 공교육 혁신지원: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 ]
지역 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충주학(5~11월, 30교 83학급 1,500명)
지역교육과정(마을해설사, 마을여행 5회) 및 마을연계교육과정 개발(3~8월)
지역문화예술탐방지원( 13교 1,001명, 15,015천원)
학교-마을연계 교육활동(마을교사 협력 수업: 43교, 마을활동가 150명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듣고 보고 잡담하는 국악스토리」: 4교
교사와 마을교육활동가와의 만남: 1차(50여명 참여)

[ 교육공동체 강화: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마을 배움터 ]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학교 밖 마을 학교 운영 (3~11월)
- 상시돌봄형 14개, 자립형 1개, 집중돌봄형 10개, 아카데미형 10개, 총 35개
마을학교 및 마을활동가 공부 모임, 교사 공부 모임 방문 컨설팅(3~11월, 46회)
교육자치 역량 강화 및 민·관·학이 함께하는 충주 시민 포럼(1차, 7월)
공동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월 2회, 총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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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2.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1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2 추진과제별 예산 현황

2022 주요업무계획

1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교육시책

추진과제
1-1.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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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충북형 미래학력 내실화
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2-2.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
2-3.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2-4.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2-5.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

3-1.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3-2.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3-3.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교육
3-4.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4-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4-2.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4-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4-4.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5-1.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5-2.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5-3.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5-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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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별 예산 현황
(단위:천원)

순

예산액

추진과제

비고

1-1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14,975

1-2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14,391

1-3

참여와 소통의 교육협치

63,400

1-4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

239,856

소계

332,622

2-1

충북형 미래학력 내실화

270,941

2-2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

2,612,659

2-3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2-4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59,073

2-5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

10,400

429,150

3,382,223

소계

17,950

3-1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3-2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3-3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교육

3-4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0
9,000
540,775
567,725

소계

4,580

4-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4-2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4-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18,331

4-4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7,211,468

308,384

7,542,763

소계
5-1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5-2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5-3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5-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20,230
1,274,412
955,460
6,572,953

소계

8,823,055

계

20,64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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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2022 주요업무계획

교육시책

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민주학교는 참여와 소통, 협력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공동체입니다.
민주적인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주체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평가하며,
그 결과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학교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www.cbchje.go.kr

1-1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1-2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1-3

참여와 소통의 교육협치

1-4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

2022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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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1-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교육공동체험장 현장 구현과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제·개정 지원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민주시민 체험활동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1-1-2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컨설팅 지원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운영
협업적 토의한마당 운영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추진

1-1-3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인권교육
학생·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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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안내 및 지원: 초 35교, 중 19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초 35교, 중 19교
충주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 심리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비고

1-1-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0

1-1-2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9,175

1-1-3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인권교육

5,800

1-1-4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0
14,975

계

기대효과
충북교육공동체헌장 및 생활협약을 실천하는 민주학교 구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으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역량 함양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 안팎의 이해 및 인식 제고
학생의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있는 가치관 확립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문화 조성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소통 중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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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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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2-1

민주적인 학교자치 시스템
학생자치회의실 구축 지원
학생자치활동 운영 매뉴얼 활용 지원

1-2-2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생자치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 운영
충주학생위원회 활동 활성화

1-2-3

참여와 성장의 학부모자치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아버지를 위한 체험교실
학부모 소통간담회
학부모연합회 운영
학부모 성장교실 운영
북부지역거점학부모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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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공감과 동행의 교직원자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민주적인 교직원 협의문화 정착 지원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공정한 운영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비고

1-2-1

민주적인 학교자치 시스템

0

1-2-2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생자치

7,946

1-2-3

참여와 성장의 학부모자치

5,385

1-2-4

공감과 동행의 교직원자치

1,060
14,391

계

기대효과
소통과 공감의 학교자치를 통한 민주적 교육공동체 운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와 학교를 연계하는 충주학생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
학부모 교육참여로 자치활동 활성화
다회기성 전문 교육으로 학부모 자녀지도 역량강화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학부모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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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참여와 소통의 교육협치

1-3

추진과제 목표
공감과 협력의 소통문화 활성화로 교육정책 공유 확산
교원단체·노동조합과의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주요내용
1-3-1

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
직원 간 소통의 장 마련
- 교육지원청 동아리 및 소통 게시판 운영
- 직원 소통 강화연수 운영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
- 명절 맞이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 연 2회
- 1사 1촌 농촌 일손 돕기: 연 2회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운영
- 충주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운영: 정기회 2회(상·하반기), 임시회 1회

1-3-2

충주시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충주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교육활동 보도자료 적극 발굴
- 홈페이지 및 충북교육소식에 보도자료 수시 탑재
전문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공동체와 양방향 소통하는 홍보 매체 운영
- 카카오톡 채널(충주교육톡), 유튜브 채널(충주교육맨)
지역 언론사 광고를 통한 충주교육 홍보 연 4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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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교원단체 단체교섭·협의사항 이행 지원
교원단체와 소통강화 및 교육사업 지원
교원 노사관계 연수 강화 참여 지원

1-3-4

상호존중의 노사관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성실 이행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 보장
- 노동조합원 교육 장소 제공: 수시
노조 전임자의 활동 보장
교육공무직원 근무환경 개선 노력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비고

1-3-1

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

11,500

1-3-2

충주시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51,900

1-3-3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0

1-3-4

상호존중의 노사관계

0

계

63,400

기대효과
직장 내 직원 간, 직장 밖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의 충주교육 실현
교육가족 상호 간 신뢰 구축 및 공동체 의식 확산
충주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로 충주시민의 공감대 형성
공감과 협력의 소통을 통한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충주교육 실현
협력과 상생의 학교 분위기 조성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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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

1-4

추진과제 목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신뢰받는 「청렴-충주교육」 실현
자율과 성장 중심 평가와 행정지원으로 교육활동 지원체제 강화

주요내용
1-4-1

학교 중심 행정지원
학교업무 적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학교업무 재구조화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지원
- 학교업무바로지원팀 및 학교업무바로지원시스템 운영 활성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지원 체제 확산
- 초·중등단기수업지원 순회기간제교사 운영
- 계약제 교원 선발 및 채용 업무 지원
- 교육활동 중심의 교원 연구 활동 지원
- 「학교지원의 날」 월중협의회 운영을 통한 학교지원 과제 공유와 협업
- 불요불급한 업무 및 절차의 통합·축소·폐지 적극 반영
학교 행정 업무 정상화를 위한 지원
- 학교 시설 관리 현장 지원
- 학교업무 적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학교 정보화 업무 지원
- 학교 유·무선망 개선 및 통합 관제
-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및 관리를 위한 통합지원체제 운영
- 사이버보안진단의날 통합 운영 및 정보보호 컨설팅 실시
현장지원·사전예방 중심의 지원형 감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특수교육진흥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중 3, 고 5, 특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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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능력·성과·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상담: 수시
신규 지방공무원 멘토링제 간담회 운영: 연 2회
소속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여비 지원으로 직무능력 강화: 수시

1-4-3

자율과 성장 중심 평가
교육행정기관 평가 실시
- 학교지원 혁신시범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실시
자율성·책무성을 동반한 학교 자체평가 실시 지원
- 학교자체평가 컨설팅 지원
- 학교자체평가 연계 교육과정 평가회 지원
- 공문서진단키트 활용 학교업무재구조화 컨설팅 지원
4급(상당)이상 공무원 성과계약제 운영
- 4급(상당)이상 공무원 평가지표 정의서 수립 및 성과계약 체결
- 4급(상당)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 제출

1-4-4

「청렴-충주교육」 실현
「청렴-충주교육」시책 추진
직원 청렴 교육 실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운영
충주-청렴인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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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1-4-1

추진사업

예산액

학교 중심 행정지원

비고

34,560

학교지원기획팀

163,176

학교시설관리팀

22,320

학교시설지원팀

3,000

정보지원팀

11,080

감사팀

2,500

1-4-2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1-4-3

자율과 성장 중심 평가

880

1-4-4

「청렴-충주교육」 실현

2,340
239,856

계

기대효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체제를 통한 실질적 학교지원
학교 중심 시설관리 지원으로 일선학교 교직원의 업무 부담 해소
정보자원 관리체계 고도화로 학교 정보화 업무 지원체제 강화
사립학교의 재정 부족분 및 특수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지원함으로써 공립학교와
동등한 교육여건 조성 및 학교 운영의 내실화 도모
규정에 근거한 인사행정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전보제도의 공정 및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학교 중심 행정지원과 자율과 성장 중심 평가로 학교 교육 지원체제 확립
학교자체평가 연계 교육과정 및 업무재구조화를 통한 교육활동 중심 학교체제 안착
다양한 청렴시책의 추진에 따른 청렴 윤리의식 정착 및 「청렴-충주교육」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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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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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지겠습니다.

2-1

충북형 미래학력 내실화

2-2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

2-3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2-4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2-5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

2022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충북형 미래학력 내실화

2-1

추진과제 목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로 고교교육력 향상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혁신으로 충북형 미래학력 신장

주요내용

2-1-1

고교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 모델 창출
일반고 교육과정 특성화 및 학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미래 고교교육 모델 확립을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교육협력센터 구축 운영: 충주시청, 충주경찰서, 관내 고교, 지역 소재 대학 등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및 교원 연수
- 협의체(학교 관리자, 교육과정 담당자) 구성 운영

2-1-2

배움 중심 학교문화 혁신
교육과정 운영 중심 학교 문화 조성 지원
3월 ‘수업과 관계 집중의 달’ 운영 지원
초등장학 네트워크 지구별 장학 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초·중등 자율장학 내실화 지원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함께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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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배움과 성장 중심 수업·평가·기록
초등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컨설팅 올(All)바로 현장지원단 운영
학생 참여 및 성장 중심 수업 역량강화 맞춤형 연수 지원
과정 중심 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등 학생평가 컨설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근절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기반 학교 평가의 자율성 강화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학생 성장 중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2-1-4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프로젝트
ø
=
ø
=
ø
=
ø
=
ε

2-1-5

학교 안·밖 집중지원 기초학습안전망
초등 저학년 한글책임교육ㆍ기초수학교육 강화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맞춤형 통합지원 두드림학교 운영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충주거점 운영
기초학력보장 지원체제 강화

2-1-6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육협력 활성화 지원
국제적 소통능력을 키우는 외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외국어 교수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실용영어 교육 활성화 지원
학생주도형 외국어 교육활동 운영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체험중심 외국어 교육 활동 참여 지원: 국제교육원 충주분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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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비고

2-1-1

고교 미래인재육성 모델 창출

45,001

2-1-2

배움 중심 학교문화 혁신

10,050

2-1-3

배움과 성장 중심 수업·평가·기록

2-1-4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프로젝트

2-1-5

학교 안·밖 집중지원 기초학습안전망

2-1-6

세계와 소통하는 외국어교육

5,850
0
210,040
0

계

270,941

기대효과
고교학점제 대비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 기반 마련
학생 자기주도성 및 학습 역량 강화로 충북형 미래학력 신장
교육과정 특성화 및 학과 개편 활성화로 미래 산업 대비 인재 육성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혁신을 통한 충북형 미래학력 신장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확보 및 학생참여형 수업문화 확대
학교 안·밖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육성 기반 마련
학생별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의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력 회복
학생 중심 외국어교육을 통한 국제적 소통능력 및 세계시민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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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

2-2

추진과제 목표
행복씨앗학교 2.0 안착과 충주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학교혁신 일반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놀이문화 확산으로 창의적·협력적 인재양성

주요내용
2-2-1

행복씨앗학교 2.0 내실화
행복씨앗학교 네트워크 운영
- 충주지역 학교혁신 지역학습공동제 운영 지원
- 충주학교혁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
행복자치미래학교 운영 지원

2-2-2

충주행복교육지구 2.0 운영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 및 공간 발굴 확대
-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충주마을교육공동체 구성
- 마을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온마을 학습망 단계적 구축으로 공교육 혁신 지원
-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마을학교
- 학교-마을 연계로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마을교육활동가 협력수업 지원
- 청소년 자치역량을 기르는 청소년 자치배움터 및 청소년 민주시민 학교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동아리 및 청소년 진로캠프
- 지역 특색으로 마을을 배우는 충주교육 개발
- 미래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는 미디어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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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강화
- 행복 교육의 역량을 기르는 행복교육 아카데미
-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함께 하는 배움을 위한 마을 배움 시민학교
- 마을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충주시민 포럼과 행복교육박람회

2-2-3

미래형 교육공간 대혁신
행복ㆍ감성 미래교실 사업: 2교(충주미덕중, 국원고)
행복ㆍ감성이 묻어나는 개성 있는 학교색깔 꾸미기: 2교(충주남산초, 수안보초)

2-2-4

미래형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
북부 진로진학 지원실 활용 학생·학부모 대상 일대일 상담 지원
북부 진로진학 지원실 활용 충주진로진학교사협의회 활성화 및 교사 연수 등 현장
밀착 지원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비고

2-2-1

행복씨앗학교 2.0 내실화

2-2-2

충주행복교육지구 2.0 운영

1,000,000

행복ㆍ감성 미래교실 사업

1,404,750

2-2-3

2,000

행복ㆍ감성이 묻어나는 개성 있는 학교색깔 꾸미기
2-2-4

205,909
0

미래형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

2,612,659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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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행복씨앗학교와 일반학교의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통한 학교혁신 문화 확산
행복자치미래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창출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온마을 배움터 조성
지역 교육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공교육 혁신지원
교육공동체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 활성화 및 지역 교육력 향상
단순하고 획일적 학교공간을 감성적이고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
학생중심 공간 지원으로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 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노후학교시설을 미래교육공간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및 교육에 대응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학 상담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
교사 연수 및 설명회를 통한 진학 전문성 신장 및 체계적 진학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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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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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2-3-1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충주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진로교육 종합지원 체제 구축
미래사회 대비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진로교육 협력체계 강화
진로교육원 연계 체험형 진로교육 강화

2-3-2

꿈을 향한 행복 나침반!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 및 연계학기 운영 지원
교실수업개선을 통한 자유학년제 운영 내실화 지원
학교별 특색이 있는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자유학년제 우수사례 발굴 및 교원의 전문성 강화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유학년제 홍보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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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학생중심 행복교육·책임교육
교과특성화학교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일반고 7교
학생 개인별 맞춤형·선택형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특성화고 3교
학교 간-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고 10교
고교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일반고 7교
일반고 학교 연합 수능 대비반(국어, 수학) 운영
학교 연합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일반고 7교 26개 프로그램
맞춤형 수시 면접 프로그램(심층 면접, 서류 기반 면접) 운영

2-3-4

교육과정·진학 연계를 통한 학생 진로 지원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으로 학생 진로·진학 설계 지원: 고 10교
교육과정·진학 연계 교육력 도약 종합 컨설팅 지원: 일반고 7교
교육과정 설계 어드바이저 양성으로 학생 개별 성장 지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전문가 및 컨설턴트 양성으로 학생 학업 설계 지원

2-3-5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교육
일반고 교원 진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
학생 맞춤형 상시 오프라인 1:1 진학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학생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대입 진학 설명회 운영
충주진로진학교사협의회 활성화로 상시 진로·진학 지원 체제 구축
중 3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 및 고교 진학 설명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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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2-3-1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2-3-2

꿈을 향한 행복 나침반! 자유학년제

100,000

2-3-3

학생 중심 행복교육·책임교육

188,370

2-3-4

교육과정·진학 연계를 통한 학생 진로 지원

2-3-5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교육

24,100

6,020
110,660
429,150

계

기대효과
미래사회 대비 맞춤형 진로탐색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 강화
내실있는 자유학년제 운영 확대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
일반고 교원 진학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
수시와 수능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으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
학교 간,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모델 구축
진로진학 담당교사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을 통한 교육과정 내실화
충주진로진학교사협의회 공동 진학지도로 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및 진학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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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사교력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2-4

추진과제 목표
미래를 이끄는 과학·수학·정보교육으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정보(SW)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중심 문제해결 역량강화

주요내용
2-4-1

미래를 이끌고 첨단을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교육
충주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운영
충주청소년과학탐구대회운영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제26회 충주학생여름과학캠프 운영
창의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1일 과학교실 운영(충주중앙중 과학관)
충주 STEAM과학 축제(충주중앙중 과학관)
4차 산업혁명 대비 발명교육센터 운영(충주삼원초 발명교육센터)

2-4-2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활동 탐구중심 수학교육
학생의 수학 역량 및 자신감 향상지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운영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수학교육 강화
거점형 학교연합 수학축제 운영

2-4-3

모두가 누리는 정보(SW·AI)교육
충주컴퓨터 영재교실 운영
제23회 충주컴퓨터꿈나무 축제 개최
인공지능(AI) 교육 역량강화 및 기반 조성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통한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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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미래역량을 계발하는 영재교육
창의융합 인재 양성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재능계발을 위한 영재학급·영재교육원 운영
- 지역공동형 영재학급(충주중앙초): 2학급 30명(초등 수학, 과학)
- 지역공동형 영재학급(충주중앙중): 3학급 45명(중등 수학·과학 통합)
- 지역공동형 영재학급(충주남한강초): 1학급 15명(AI, SW교육)
- 충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충주삼원초): 1학급 15명(발명)
영재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원)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및 홍보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2-4-1

미래를 이끌고 첨단을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교육

2-4-2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활동 탐구중심 수학교육

2-4-3

모두가 누리는 정보(SW·AI)교육

5,460

2-4-4

미래역량을 계발하는 영재교육

2,700

계

예산액

비고

50,913
0

59,073

기대효과
탐구·체험중심의 창의과학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과학체험활동으로 과학적 소양 함양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활동 탐구중심 수학교육 기반조성
정보(SW)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중심 문제해결 역량강화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 운영 및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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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

2-5

추진과제 목표
학생 선택중심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주도성 성장 직업교육 실현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강화로 취업률 향상 및 취업의 질 제고

주요내용
2-5-1

학생 선택중심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지원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지원
직업계고 교원역량강화 연수 운영

2-5-2

현장 중심 직업교육 활성화
직업계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지원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NCS 실험실습실 안전보건관리 지원

2-5-3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직업역량 강화
직업계고 혁신지원사업 운영 지원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미래 기술인재 양성 지원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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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직업계고 취업지원사업 운영 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원
지역기반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청소년 창업상점 운영을 통한 창업교육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비고

2-5-1

학생 선택중심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2-5-2

현장 중심 직업교육 활성화

0

2-5-3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직업역량 강화

0

2-5-4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3,900

6,500

계

10,400

기대효과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운영지원을 통한 학점제 성공적인 안착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고졸취업 활성화
특성화고 창업상점운영을 통한 창업동기 및 자신감 향상
현장실습 운영 지원·점검을 통한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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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시책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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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

3-2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3-3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교육

3-4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2022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3-1

추진과제 목표
온·오프라인 문화예술협력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지역과 연계한 지속적·자생적 학교예술교육 지원으로 공감·소통능력 향상

주요내용
3-1-1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대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 문화예술교육 체험기관 안내
지역 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
-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예술작가와의 만남 지원

3-1-2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예술중점학교 운영 지원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지원

3-1-3

지역사회와 공감·소통하는 문화예술 축제 운영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운영: 각 학교 안내 홍보 및 참여 지원
충북학생 미술한마당 운영 홍보 및 참여 지원
청소년한마음예술제,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운영 안내 홍보 및 참여 지원
충북 학생관악제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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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행사 지원
- 충주지역 예술문화 행사 안내
- 어린이날 행사 지원
우륵문화제 홍보 및 참여 지원
충주 학생 가야금 경연대회 운영

3-1-4

지역 예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확대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 문화예술교육 협력모델 체계 구축 지원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활용 지원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3-1-1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대

3-1-2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3-1-3

지역사회와 공감·소통하는 문화예술 축제 운영

3-1-4

지역 예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예산액

비고

8,000

계

0
9,950
0
17,950

기대효과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과 공교육 신뢰도 제고
중원 역사 문화 예술 이해와 저변 확대 및 지속 발전 토대 마련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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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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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3-2-1

학교예술교육 지원 사업 내실화
1학생1예술 활동 운영 지원
학생오케스트라ㆍ학생관현악부 운영 지원
학생뮤지컬ㆍ학교연극 운영 지원
악기 및 예술강사 지원

3-2-2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학생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미술동아리 운영 지원
합창활동 「감성소리숲」 운영 지원
전시ㆍ공연 관람 「예술보따리」 운영 지원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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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www.cbchje.go.kr

3-2-4

공감·소통의 교직원 문화예술 축제 운영
사제동행 충북교원미전 운영 안내 및 지원
충북교원사진전 운영 안내 및 지원
교직원 문화예술 축제 운영 안내 및 지원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비고

3-2-1

학교예술교육 지원 사업 내실화

0

3-2-2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0

3-2-3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교육 교원 역량강화

0

3-2-4

공감·소통의 교직원 문화예술 축제 운영

0

계

0

기대효과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꿈과 소질 계발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 지향으로 세련된 끼의 신장
예술교육을 통해 앎을 실천하며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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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교육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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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3-3-1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인문소양교육
인문소양 역량강화 연수 운영
사제동행 인문동아리 운영 지원
인문을 품은 학교 모델학교 운영 지원
지역사회 연계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지원
독서인문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3-3-2

생각을 키우는 독서·토론교육
독서교육 나눔단 운영 지원
하이(하루 이십분) 독서교육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독서·토론교육 프로그램 지원
충북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한마당 운영 지원
책과 함께하는 독서테마여행 및 권역별 독서체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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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미래역량을 기르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학생사서 동아리 및 학부모사서 동아리 운영 지원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및 수업 지원: 초 35교, 중 19교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현대화 구축 지원
교육과정 중심의 장서확충 지원
학교도서관 장서점검 및 컨설팅 지원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비고

3-3-1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인문소양교육

3-3-2

생각을 키우는 독서·토론교육

0

3-3-3

미래역량을 기르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0

계

9,000

9,000

기대효과
독서를 즐기고 책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 확산
인문소양교육 내실화로 교육공동체의 인문학적 미래역량 강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교육으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지닌 미래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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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3-4

추진과제 목표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로 건강한 미래 인재 육성
학교 보건교육 강화 및 영양·식생활교육 내실화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주요내용
3-4-1

내실있는 체육교육과정
초등학교 수영실기(생존수영) 교육 지원: 39교(초 35, 특수 4)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및 운영 지원: 9교(초 8, 특수 1)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배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학교체육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진로교실 운영

3-4-2

자율적인 학교스포츠클럽
1인 1스포츠클럽 가입 및 단위학교 자율체육 프로그램 운영: 연중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우수교 지원
7560+ 운동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선도학교 운영
제21회 교육감기동아리축구 충주시 예선대회 운영: 4월
2022.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운영: 5∼7월
제7회 교육장배 학교대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10월
2022. 충주관내 읍·면소재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11월
제28회 충청북도교육감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9월
2022.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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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정착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지원(e-school 시스템 운영): 연중
학교운동부 운영 내실화·투명성 제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량강화 및 청렴교육 실시
제51회 충북(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체육대회 운영: 3~11월

3-4-4

학교 보건교육·학생 건강관리
학교 성교육 강화
- 성 존중 토론회 운영비 지원: 2교
- 성평등문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2팀
- 학생 양성평등 문예행사
-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응급처치교육 강화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지원
학교 흡연예방사업 추진
- 학교 흡연예방사업 운영비 지원
- 학교 흡연예방사업 컨설팅 및 캠페인 활동
학생 건강검사 실시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및 협의체 운영

3-4-5

앎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식생활교육 내실화
전통식문화계승사업(조리체험학습) 운영
영양·식생활교육 역량 강화
- 영양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2팀
파견교사(영양) 학교급식 업무지원 및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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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3-4-1

내실있는 체육교육과정

3-4-2

자율적인 학교스포츠클럽

209,805

3-4-3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정착

303,800

3-4-4

학교 보건교육·학생 건강관리

10,470

3-4-5

앎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교육

비고

12,300

계

4,400
540,775

기대효과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을 통한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자기 생명보호 능력 배양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로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기여
지역의 다양한 체육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연계로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온·오프라인 학생건강체력평가 지원을 통한 저체력, 비만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활성화로 인성함양 및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으로 공부하는 학생상 정립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량강화 및 청렴교육을 통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기반 마련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및 건전한 성문화 실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없는 성숙한 직장 문화 조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흡연 학생 금연 및 흡연 예방 분위기 조성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상태 파악 및 질병 조기 발견·치료로 건강한 삶 도모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통해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영양·식생활교육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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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책

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도록 생태적 감수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4-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4-2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4-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4-4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2022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4-1

추진과제 목표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로 생태적 감수성 함양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학교공동체 구현

주요내용
4-1-1

교육과정 연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학교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
탄소중립 환경 프로젝트 수업연구팀 운영
실천 중심 환경동아리 지원
업사이클링 공모전 운영 지원

4-1-2

환경시민을 키우는 초록학교 3.0 운영
모두를 위한 초록학교 3.0 확산
초록학교 거버넌스 확대 운영
초록학교 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
학교숲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4-1-3

지속가능한 학교 문화 조성
학교 탄소중립 환경교육 지원단 운영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 지원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 환경 리더 양성 지원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원 역량 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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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더 넓은 학교-사회 협력 환경교육 활성화
지자체와 함께하는 에너지 진단 컨설팅 운영
기업과 함께하는 착한 에너지 학교 운영 지원
생물종다양성 탐사 대작전 운영 지원

4-1-5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생태계 구축
2050 학교 탄소중립 지원체제 구축
기후위기 대응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4-1-1

교육과정 연계학교환경교육 활성화

4-1-2

환경시민을 키우는 초록학교 3.0 운영

4-1-3

지속가능한 학교 문화 조성

4-1-4

더 넓은 학교-사회 협력 환경교육 활성화

4-1-5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생태계 구축

예산액

비고
0

4,580
0

계

0
4,580

기대효과
지구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중심의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질 높은 학교환경교육을 통한 친환경적인 생활습관 형성
생태, 환경 체험을 통한 감성교육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인식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에 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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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4-2

추진과제 목표
상호존중과 평화감수성을 함양하는 시민성 바탕의 평화·통일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으로 평화로운 학교 조성

주요내용

4-2-1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지역연계 평화·통일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
공존과 평화의 시대를 반영한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4-2-2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교육과정 연계 실천중심 인성교육 내실화 지원
실천적 인성 교육 함양을 위한 선비문화 체험 운영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책임과 존중의 학생생활교육 강화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연수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학급 선정 및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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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SOS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 운영 및 중대사안 처리 지원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운영 컨설팅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합동교외생활교육 강화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찾아가는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 운영
마음건강증진센터북부지원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운영

4-2-4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체제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꿈키움멘토단 운영
학업중단예방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및 단기대안위탁교육 외부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확대
위(Wee)클래스 운영 지원 및 컨설팅

4-2-5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상담활동 강화
순회상담 운영 및 정서행동특성평가 심층평가 지원
개인·집단상담 및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상담인력 심층 역량강화 지원
맞춤형(외부상담기관연계형)상담서비스 지원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자문의 연계상담 및 치료비 지원
북부권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팀 운영
-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한 종합적 상담 지원
- 정신건강 유형별 맞춤형 상담 및 병(의)원 치료 연계와 치료비 지원
- 위기학교(자살·자해) 긴급 현장 지원 및 위기관리위원회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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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4-2-1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4-2-2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4-2-3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4-2-4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체제

4-1-5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상담활동 강화

예산액

비고

0
20,310
144,520
8,080
60,724

wee센터

74,750

마음건강지원센터
북부지원팀

308,384

계

기대효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로 통일의 필요성 인식 및 나라사랑 의식 함양
치유·성장을 위한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제 구축으로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로 협력적이고 평화로운 심성 함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위기학생 지원체제 강화
정신건강 유형별 맞춤형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학생 지원체제 강화
위기학교 긴급지원으로 신속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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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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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4-3-1

체험 중심 안전교육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안내 및 지원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보급 지원
이동식·교실형 안전체험시설 운영 안내 및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4-3-2

협업·지원 중심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4-3-3

안전한 교육여행 및 성장 아웃도어 교육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여행 컨설팅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안내 및 컨설팅
교육여행 운영 매뉴얼 보급·안내 지원
교원 안전요원 직무연수 운영 지원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교육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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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
위생적인 학교급식 관리 역량 강화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2회
- 학교급식 운영평가: 1회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검사
- 학교급식시설 미생물 검사
학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질 높은 건강급식
-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
- Non-GMO 식재료비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제 운영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4-3-1

체험 중심 안전교육

4-3-2

협업·지원 중심 안전관리체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4-3-3

안전한 교육여행 및 성장 아웃도어 교육 지원

4-3-4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

예산액

비고
0

3,110
0
15,221

계

18,331

기대효과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통한 재난유형별 대비·대응능력 제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으로 안전관리의 내실화 도모
교육여행 컨설팅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여행 실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으로 안정성 확보 및 식중독 사고 예방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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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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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4-4-1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고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정기·수시 점검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교사 내 실내 공기질 점검: 2회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라돈 등 17개 항목 전문기관 측정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
- 학교 노후급수관 교체
- 학교 먹는 물 표본 수질검사

4-4-2

교육시설 안전망 구축
교육시설 안전점검
공사현장 안전점검: 연중
내진보강, 석면제거 사업 추진: 11교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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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자연친화적 미래형 교육환경
친환경 학교시설 조성
에너지절감형 학교시설 정비
실내외 자연친화적 놀이환경 조성

4-4-4

맞춤형 학생배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분산배치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충주남한강초, 충주중앙탑초) 및 학급 증설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4-4-1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4-4-2

교육시설 안전망 구축

4-4-3

자연친화적 미래형 교육환경

예산액
11,594
4,612,316
758,093
45,000

분산배치 대상교 지원
4-4-4

1,784,465

학급증설비

7,211,468

계

기대효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지속적인 점검으로 교육환경 보호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정기적인 공기질 관리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학교 건축물의 성능 향상 및 기능 유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학교 시설물 정기 점검과 관리를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노후화된 건물의 내진성능 개선과 유해물질 제거를 통한 문제점 개선
고효율 기자재 교체 및 설치하여 에너지효율을 통한 교육환경을 개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중장기적 학생수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적정규모의 원활한 학생배치 추진
교실증축 및 학급증설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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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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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5-3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5-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2022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5-1

추진과제 목표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아 · 놀이 중심 교육 강화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주요내용

5-1-1

행복한 성장을 돕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안착 지원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 현장 지원 맞춤형 장학지원단 구성·운영
소규모 유치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유치원 미래형 가상 놀이체험 공간 구축 지원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협력교육 강화

5-1-2

쉼과 놀이 중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치원 방과후 놀이 쉼터 운영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지원
마을연계 및 공·사립 연계 방과후 과정 운영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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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참여와 소통의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연수
미래형 유아교육 수업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조직 문화 진단과 실천을 통한 민주적 유치원 문화 확산
지구별 자율장학 및 신규·저경력교사 멘토링제 운영

5-1-4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현장 맞춤형 교육행정 지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내실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지원
공·사립 학부모교육 중심유치원 운영
유치원 안심교육 환경 조성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예산액

비고

5-1-1

행복한 성장을 돕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5-1-2

쉼과 놀이 중심 유치원 방과후 과정

5-1-3

참여와 소통의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2,230

5-1-4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2,000

계

20,230

기대효과
유아·놀이 중심 교육 운영 다양화로 행복한 배움터 조성
쉼과 놀이 중심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
수업 역량 강화 지원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민주적 조직 문화 확산으로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정착
현장 맞춤형 행정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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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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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5-2-1

현장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
미래교육 대비 맞춤형 개별화교육 지원
- 특수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연 2회 이상 개별화교육계획 점검을 통한 개별화교육 지원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센터 운영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
- 통합교육관련 프로그램 지원 및 교원전문성 강화
-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강화
현장중심 특수교육 맞춤형 장학 운영
- SOS 멘토링 운영
- 교사간 정보와 자료 공유 등을 위한 자생적 특수학급 수업연구 운영 활성화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 특수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 운영(유·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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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단기수업지원 운영
- 특수교사 부재 사유 발생에 따른 순회교사 운영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및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지원

5-2-2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및 선정배치, 장애명 변경을 위한 진단·평가 지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등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기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 기회 확대
특수학급 현대화(리모델링) 사업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운영 지원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종일반,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 선정, 치료바우처 지원
- 특수학교 위탁치료 및 순회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및 지원(버스요금 기준)

5-2-3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교육 지원
-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지원단 운영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특별지원
- 더봄학생을 위한 집중심리상담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을 통한 자기존중 능력 향상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 가족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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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특수교육대상자 성공적 사회통합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캠프 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 가족 상담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5-2-1

현장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

5-2-2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5-2-3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5-2-4

특수교육대상자 성공적 사회통합

예산액

비고

9,212
1,255,300
0
9,900
1,274,412

계

기대효과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특수교육 교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신장과 수업 역량 강화
장애특성별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장애학생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촘촘하고 세심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으로 함께 행복한 특수교육 실현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으로 특수교육 기회 확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로 맞춤형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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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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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5-3-1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읍·면지역 초등학교(20교), 중학교(10교), 고등학교(1교)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동지역 초(17교), 중(9교), 고(9교) 중 신청교
저소득층자녀 및 다자녀 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 사교육경감을 위한 학부모 연수 실시

5-3-2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강사풀 등록관리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방과후학교 운영 정보 제공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추진: 상반기 1회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 및 컨설팅 실시: 수시
초등돌봄교실 컨설팅 및 점검 실시: 수시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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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 오후돌봄교실 52실, 저녁돌봄교실 1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6실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 지원
- 돌봄교실 학급수 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신청학교 지원
초등돌봄전담사 역량강화 연수 추진: 상반기 1회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5-3-1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5-3-2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5-3-3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액

비고

951,160
4,300
0
955,460

계

기대효과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으로 꿈과 재능을 지닌 인재 육성
학교 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제고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서류 간소화 및 학교 업무담당자 업무경감
학교 내 돌봄교실을 통한 안정적인 돌봄 제공으로 학부모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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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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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5-4-1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지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 유치원(공립32개원, 사립11개원)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지원: 초·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저소득층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관내 초·중학교 학생 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저소득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전체 교복 지원(1인당 30만원 현물지원)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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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더불어 잘사는 문화다양성 교육
모든학생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한국어학급 한국어 통합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5-4-3

지역 중심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역 중심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역상생학교 일방학구제 운영: 초 9교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 4교(초 3, 중 1)
유치원 9개원(임차 9대), 초등학교 24교 39대(직영 9대, 임차 22대, 택시 8대),
중학교 2교 15명[택시 2대(6명), 통학비 9명] 통학지원

5-4-4

상생하는 교육복지
사회적기업 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꿈나래형 7교, 꿈누리형 7교) 운영 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사업담당자 컨설팅, 모니터링, 협의회, 연수 실시
-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지역네트워크 추진)
-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공동사업 운영「배워서 나누는 우리」
- 학원 및 교습소 정보공개: 월 1회
-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126개소
- 학원강사 채용(해임), 폐원(소)신고 절차 간소화
- 학원 등 코로나19 방역점검으로 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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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번호

추진사업

5-4-1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지원

5-4-2

더불어 잘사는 문화다양성 교육

5-2-3
5-2-4

예산액

비고

1,372,396
700

지역중심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2,965,714

학생통학 지원

2,222,043
12,100

상생하는 교육복지

6,572,953

계

기대효과
유아학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초·중학생 교육급여 지원을 통한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화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복지 제공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한 모든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우리 사회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통학 불편 학교에 통학 편의를 제공하여 교육여건 개선
활발한 공공구매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운영으로 저소득학생에 대한 다차원적 지원 실시
교육복지 공동사업 운영으로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공참여 기회 제공
학원 등 지도·감독으로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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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본방향
지역사회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강화
교육공동체 협력 강화로 공교육 혁신 및 마을교육 활성화
온마을 배움터 충주행복교육지구를 통한 행복 충주교육 실현

12 추진내용
추진과제

(단위: 천원)

추진내용

예산액

행복 교육을 실현하는 행복교육 역량 강화
교육
생태계
조성

행복교육과 함께하는 충주행복교육지구 운영

100,000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행복교육네트워크
행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교육 아카데미
행복 충주교육을 위한 충주교육 프로젝트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민주시민학교 및 동아리 운영
청소년 자치역량을 기르는 자치공간 및 배움터 운영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청소년 프로젝트 및 진로 캠프

공교육
혁신지원

충주사랑 구석구석 및 마을 연계 교육과정 개발
미래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미디어교육 및 자원개발

360,000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역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 [충주학(學), 역사 기행]
교육과정 연계 체험 프로그램(마을여행, 생태환경, 문화예술체험)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 지원(협력수업 지원)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마을 배움터
마을 속 행복학교, 마을학교 운영 (돌봄형, 아카데미형)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자립 기반의 마을학교(자립형)
교육
공동체
강화

인적 자원개발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을교육공동체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공부 모임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 어울림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현하는 청소년 주도 축제
마을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행복교육박람회
민·관·학이 함께하는 충주 교육 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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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대효과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온마을 배움터 조성
지역 교육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공교육 혁신지원
교육공동체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활성화 및 지역 교육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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