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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1. 행정조직
가. 기구
나. 직원 현황

2. 학교 현황
3. 평생교육기관 현황
4. 교육재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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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1. 교육지원청
가. 행정조직: 2과 1센터
교 육 장

교 육 과

행복교육센터

행

정

과

유초등교육

학교지원

총

무

중등교육

생활교육

행

정

정보지원

행복교육

재

무

체육교육

특수교육

시 설 사 업

보건급식

소속기관: 영동교육도서관
학

교: 유 12원, 초 14교, 중 7교, 고 5교

나. 직원현황
(2022. 1. 1. 기준)

전문직·교원

일반직·연구직

교사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소계

교육
공무
직원

7

16

1

6

16

7

6

1

37

10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1

6

1

8

ㅣ Chungcheongbuk-do Yeongdong Office of Education

계(명)

64

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2. 학교 현황
(2022. 1. 1. 기준)

학 교 수

교직원수

구 분

학급수

학생수
교원

일반직

교육
공무직

계

260

39

3

13

55

115

1,570

196

62

109

367

7

48

895

121

18

46

185

1

5

45

889

118

18

46

182

6

38

229

3,614

474

101

214

789

공립

사립

계

유 치 원

11

1

12

21

초등학교

14

0

14

중 학 교

3

4

고등학교

4

계

32

3. 평생교육기관 현황
(2022. 1. 1. 기준)

도서관

학원

교습소

계

1

49

13

63

4. 교육재정 현황
(2022. 1. 1. 기준)

구 분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교육일반

계

예산액

2,329,204천원

2,655,931천원

3,349,824천원

8,334,959천원

비율(%)

27.9%

31.9%

4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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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교 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Ⅱ
영동교육의 기저
1.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
2. 영동교육의 기본 방향
3.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미래학력
4. 학교교육의 지향
5. 2022. 충북교육 정책추진 5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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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동교육의 기저
1.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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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동교육의 기저

Ⅱ. 영동교육의 기저

2. 영동교육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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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동교육의 기저

Ⅱ. 영동교육의 기저

3.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미래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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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교육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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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동교육의 기저

충북교육의 기저

Ⅱ. 영동교육의 기저

5. 2022.
충북교육 정책추진 5대 방향
6. 2022 충북교육 정책추진 5대 방향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도약

2022 충북교육 정책추진 5대 방향

Ⅱ

교육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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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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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교육
인프라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충북형 미래인재육성모델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도성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생주도학습을 다양화

주도성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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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교육
생태계

과정과 연계한 행복교육지구 및 미래형협력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겠
습니다.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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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년 주요성과
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6. 2021.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Ⅲ. 2021년 주요성과
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 2021. 신규교사 행복 연수: 1회, 30명
- 영동 학생참여위원회 1차 정례회 개최: 26교
- 충북학생참여위원 온라인 선출: 1회(초·중·고 대표 3명 선출)
- 학생자치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26교
- 교육장과의 대화 운영: 초·중·고 각 2회
- 2021. 평화 인권교육 교사 직무연수 실시: 2회, 43명
- 2021. 영동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바로알기 운영계획 수립
-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학교장 리더십 연수: 1회, 30명
○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 영동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초·중·고 26명
- 충북학생참여위원회 학생지역위원 및 협력교사 추천
- 2021. 학교협동조합 운영교 지원: 중 1교
- 2021. 청소년의 달 모범학생 표창: 초 7명, 중 7명
- 영동군 학교학부모 연합회 연수: 1회
- 감고을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다회기성 학부모교육): 5회
- 지역을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학부모교육: 1회
- 자녀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1회
- 교육공동체 전용실 구축: 4교(영동중, 영신중, 정수중, 황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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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년 주요성과

○ 참여와 소통의 교육협치
-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영동교육 소통 강화
- 교육거버넌스(영동군청) 협의 및 간담회: 1회
- 감고을 영동소식지(영동군청발행) 게재 및 부용리 LED전광판 게시: 1회
- 고교학점제 및 홈에듀 민원서비스 홍보
Ⅲ. 2021년 주요성과

- 2021년 충북교사노조 단체협약 이행점검 실시: 1회
- 2021년 상반기 전교조충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실시: 1회
- 2021. 교육공무직원 관련 노사관계 연수 참석: 2회(5월, 4명/6월, 1명)
- 2021년 영동교육행정협의회 실시: 1회
- 2021년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실시: 2회
○ 현장 지원중심의 교육행정
- 학교속으로 전담팀 조직 운영: 17명(교육지원청 소속)
- 학교지원단 조직 및 운영: 15명, 대면 및 비대면 협의회 3회
- 학교지원을 위한 [학교속으로] 운영: 초·중·고 6교 방문
- 초등단기수업 지원을 위한 순회기간제교사(1명) 운영: 73일, 8교 지원
-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지원 운영비 교부: 초 1교, 중 3교
- 행정실 지원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지원단(교육지원청 소속 9명) 조직
- 영동군청, 희망근로지원사업 연계 방역인력 지원, 상반기 16명, 11교(5월~8월), 하반기 15명, 10교
- 관내 유·초·중·고 공문함 배달 서비스 실시: 교육지원청 전직원 참여
- 학교지원업무 안내를 위한 홍보용품 제작 배부: 초 14교, 996천원
- 학교시설 통합지원, (수목전정) 초 4교, 중 3교, 고 1교, (예초) 초 4교, 중 3교, 고 2교,
(배수로청소) 초 4교, 중 1교, 고 2교
- 학교 공문서 진단키트를 이용한 공문서(2019년, 2020년) 분석: 초 2교, 중 2교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서류접수 및 확인: 6건
- 방학기간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장소 영동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지원, 초 2교
- 2021. 영동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전직원대상 교육(6월)
- 2021. 영동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협의회: 팀장협의회(6월), 지표담당자협의회(8월)
- 2021. 영동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위원회 실시: 6월(자율지표 선정)
- 2021.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 2021. 전화친절도 최우수기관

www.cbyde.go.kr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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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 충북형 미래학력 내실화
- 영동지역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협력센터 운영: 총 8개 기관
- 지역사회 기관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 고교미래교육한마당 운영: 1회
- 고교학점제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컨설팅, 홍보 강화: 총 23회
- 초등교육과정 현장지원단 구성 운영: 초등 교원 12명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을 통한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초 14교, 중 7교
- 기초학력 및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및 컨설팅 실시: 초 14교, 중 7교
- 초등 교육과정 및 기초학력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초 14교(1회)
-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현장중심 장학 지원: 유 12개원, 초 14교
- 학교간·학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영동 초등 교감단, 초 14교, 중 7교
- 학교구성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초 14교
- 중등 장학 운영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장학 실시: 중 5명, 고 4명
- 찾아가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워크숍 지원: 초 1교(추풍령초)
- 과정중심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 초 1명, 중 1명
-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컨설팅: 상·하반기 담임장학 지도 초 14교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를 위한 학생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 운영
- 원격 수업지원단 컨설팅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유 12개원, 초 14교, 중 7교
- 2021. 여름방학 중 교육활동 자체점검 실시: 초・중・고 26교
- 학생 주도성 성장 지원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중 1교
- 단위학교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자체 운영계획 수립 컨설팅: 중 7교
- 중등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계획 중・고 교장 대상 설명회 개최: 1회
- 2021학년도 여름방학 중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 초 14교, 중 7교
-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 지원 배치: 영동초
- 기초학력 3단계 기초학습안전망 구축 및 지원: 초 14교
- 학생 주도성 성장 교육과정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초 14교(교감/연구부장)
- 학생 주도성 성장 프로젝트 수업 워크숍 실시: 초 6교(영동초, 부용초, 이수초, 황간초,
양산초, 심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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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공유 확대
- 2021. 중학교 학생평가 보안관리 코로나 19로 자체점검 실시: 중 7교, 4회
- 2021. 학업성적관리규정 점검 및 컨설팅: 중 7교, 2회

Ⅲ. 2021년 주요성과

○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
- 행복씨앗학교 3교 운영지원: 영동중(2년차), 새너울중(3년차), 추풍령중(4년차)
- 행복씨앗학교 운영부장 협의회: 2회(온라인 및 오프라인)
- 학교혁신지원단 원격연수: 1회
- 학교자치 및 학교민주주의 실현 연수: 1회
-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 공사 진행중: 2교(영동초, 양강초)
- 컴퓨터실 환경개선 컨설팅: 1교(영동초)
- 영동예술교육단체와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협의회: 1회
○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교육
- 지역사회 연계 ‘영동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 진로체험처 안전점검 실시: 49곳
- 진로체험처 프로그램 컨설팅: 51회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8회
- 체험처로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11회
- 영동진로체험지원센터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5회
- 진로체험(캠프)중점학교 지원: 초 2교, 중 7교
- 초등 진로 업무 담당교사 협의회 개최: 1회
- 중등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진로교육협의체 역량강화 연수 개최: 1회
- 2021. 영동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 2회
- 고3 학생・학부모 대상 2022년 대입안내 및 자기소개서 특강: 1회
- 2021. 고교학점제 및 직업교육 지원 학부모-학교운영위원협의체 구축: 1회

www.cbyde.go.kr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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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 영재교육원(영동초, 이수초, 영동중) 및 영재학급(영동초, 부용초) 운영지원
- 메이커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사업 지원: 영동초
- 영재교육기관 재구조화(감축 및 변경) 추진: 이수초, 영동중
- 2021. 제38회 청소년과학탐구 영동군대회 개최
- 2021. 제29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 자유과학탐구 영동군대회 개최
- 2021. 상·하반기 과학실험실 현장 안전점검 실시: 초 14교, 중 7교
- 2021. 과학실험실 안전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1회
- 2021.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컨설팅: 2교
- 2021. 영동중 과학관 운영 지원
- 2021. 융합인재교육(STEAM) 상반기 컨설팅 지원: 1교
- 2021. 영동교육지원청 수학클리닉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2021. 충북수학나눔축제 운영 지원
- 2021. 영동 거점형 학교 연합 수학 축제 운영 지원
- 2021. 정보(SW)교육 현장 컨설팅: 초 4교, 중 1교
- 2021. 정보(SW)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021. 컴퓨터실 환경개선 컨설팅: 초 1교
- 202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지원
- 2021. 찾아가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실시: 초 6교, 중 1교
- 2021. 정보통신 윤리 교육 실시: 초 14교, 중 7교
- 2021. 제22회 영동컴퓨터꿈나무축제 개최
- 2021.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맞춤형 드론 교실 운영: 초 8교, 중 4교
- 각급학교 학생 수업 공간 무선 인프라 구축: 26교
- 고등학교 교무실 무선망 구축: 4교, AP 19대
-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5교, 396대
○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
- 산업수요 맞춤형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여건 조성 지원
- 특성화고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 추진 지원
- 2021. 충북영농학생축제·충북기능경기대회·충북상업경대회 지원
- 찾아가는 직업계고 홍보 배너 전시: 중 3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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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지원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3회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검토: 2교
- 지역사회 연계 취업 활성화 방안 협의회 개최: 2회
Ⅲ. 2021년 주요성과

- 산학맞춤반 협약식 및 현장실습 운영 설명회 지원: 1회
- 창업교육 활성화(창업동아리 운영) 컨설팅: 고 2교

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 感고을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성·운영
- 영동교육지원청, 영동문화원, 영동예총, 토사랑 도예마을 업무협약
- 感고을 지역예술교육 수시 협의
- 학부모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드로잉 콘서트’ 실시: 1회, 50명
-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체험학습 운영: 초 9교, 중 4교 총 13교,
학생 및 교직원 263명
- 학부모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푸드 아트 테라피’ 교실 운영: 학부모 30명
- 제21회 영동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미술) 대면 및 온라인 대회 실시: 학생 130명
- 感나무(木)마다 열리는 문화예술초청공연 지원(관내 초, 중, 고 5개교)
○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 교원 문화예술교육역량강화를 위한 感이 익는 감고을 예술 인문학 강의 1회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예술교육의 방향 실시: 교원 50명
- 感이 익는 감고을 예술 인문학 강의 2회차: 교원 50명
- 교원 예술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드로잉 콘서트’ (미술, 음악) 실시: 1회, 40명
-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중 1교(영동중)
- 국악관현악단 운영 지원: 중 2교(새너울, 영신중), 고 1교(영동고)
- 학생예술(미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중 1교(영동중)
- 합창활동 감성소리숲 지원: 중 1교(추풍령중)

www.cbyde.go.kr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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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소양교육
- 찾아가는 인문소양교육 특강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여행’ 실시: 중 4교
-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책 지원: 중 4교(교당 30권)
- 인문소양교육 학교교육과정 연계 강화(초·중·고 26교)
- 영동교육도서관 인문소양교육 지원
신나는 도서관 나들이(42회), 똑똑 내 마음아 안녕(20회), 4GO뭉치(20회)
책이랑 보드게임이랑(8회), 톡톡 내 마음 쓰기(10회), 일상을 쓰다(10회)
○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3교(영동초, 이수초, 부용초)
-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4교(영동중, 새너울중, 영신중, 추풍령중)
- 여학생 체육 활성화 중심교 운영: 1교(영동미래고)
- 7560+ 운동 실천 선도학교 운영: 1교(영동초)
- 자유학기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 7교
- 내실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초 10교
- 학교체육활성화 학교 운영비 지원: 황간초, 추풍령초, 영동산과고
-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체육시설 이용 지원: 중 1교(추풍령중)
- 학생선수 e-school 운영: 육성종목 운영교 6교
- 학교운동부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 육성종목 운영교(초 2교, 중 3교, 고 3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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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교육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학교를 활용한 환경교육 연중 실시: 초 14교, 중 7교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생태감수성 함양교육(프로젝트 수업 등) 컨설팅
Ⅲ. 2021년 주요성과

- 환경교육 역량강화 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학생 환경동아리 운영 지원
- 교육과정 중심 초록학교 컨설팅: 5교(상촌초, 양산초, 황간초, 추풍령중, 황간고)
- 초록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생태적 감수성을 위한 학교 숲 지속 관리 지원
- 초록학교 3.0 영동 지역협의회 구축 및 운영
- 초록학교 3.0 영동 지역협의회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생태감수성 교육 지속 실시
○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지역 향교를 통한 존중과 배려의 인성 함양 교육(세대공감) 실시: 영동향교 10회차 프로그램
운영(6개교 205명 참여), 황간 향교 2회차 프로그램 운영(2개교 50명 참여)
- SOS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 활동: 현장 방문 18회, 유선 상담 150회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초 3교, 중 2교, 고 3교
- 학교폭력예방 교외 생활교육 및 캠페인: 자체 20회, 합동 6회
-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 5회
-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9회, 학생 14명, 학부모 13명
- 꿈키움 멘토활동 운영 지원: 멘토활동 및 협의회 7회(멘토 6명, 멘티 9명)
- Wee클래스 운영 및 컨설팅: 3교(영동초, 영동고, 영동산업과학고)
- 위(Wee)하여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3회, 14가족 참여(학생 31명, 학부모 18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레인보우 행복나눔쿠폰: 2회, 41명
○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수립 및 평가: 유·초·중·고 27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합동 점검(교육지원청, 경찰서): 유 1원, 초 2교
-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유 1원, 초 5교, 중 1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도 점검: 유 7원, 초 5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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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 상반기 학교 교사내 공기질 점검: 2021. 3월, 유 2교, 초 14교, 중 7교, 고 5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
- 학교 먹는 물 표본 수질검사: 황간초, 온수제조기
- 내진성능평가 실시: 11교(구룡초, 상촌초, 이수초, 학산초, 부용초, 용화초,
정수중, 영신중, 영동고, 영동산업과학고, 영동교육도서관)
-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보차도분리 공사 6교: (양산초, 초강초,
학산초, 추풍령초, 구룡초, 학산고)

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유 1개원(영동유치원)
- 지구별 유치원 활성화 운영 지원: 심천, 양산, 추풍령
-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지원: 4개원
- 유치원 외부시설(놀이시설) 구축비: 2개원(영동유, 학산초병설유)
-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4개원(영동, 심천, 양산, 추풍령)
○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3회
-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운영: 10명, 주10~16시간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종일반 방과후): 초 1교(영동초)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맞춤형 방과후): 18교(유 1원, 초 10교, 중 4교, 고 3교)
- 2021학년도 1학기 치료지원: 유 2원, 초 14교, 중, 5교, 고 5교
- 2021학년도 2학기 치료지원: 유 2원, 초 14교, 중, 5교, 고 5교
- 2021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11명, 9교(유 2원, 초 3교, 중 2교, 고 2교)
- 2021학년도 특수교육자원봉사자 1학기 배치: 6교(유 1원, 초 4교, 중 1교)
- 2021학년도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여름방학 배치: 2교(유 1원, 중 1교)
- 2021학년도 특수교육자원봉사자 2학기 배치: 6교(유 1원, 초 4교, 중 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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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특수학급 현대화 사업 추진: 1교(구룡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10교(초 9교, 중 1교)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8교(유 1원, 초 4교, 중 2교, 고 1교)
- 특수교육센터가 품은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18교, 총 58명(유 1원, 초 9교, 중 5교, 고 3교)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5교, 24명(유 1원, 초 3교, 고 1교)
Ⅲ. 2021년 주요성과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진학을 돕는 ‘바리스타 진로직업’ 운영: 1교(영동고, 3명)
○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초 4교, 중 3교
-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초 14교, 중 7교, 고 5교
-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권) 지원: 초 3교, 중 1교
- 초등돌봄전담사 역량강화 연수: 2회, 18명
-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점검: 1회, 초 14교, 중 7교
-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점검: 1회, 초 14교
- 지역연계돌봄(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10개소
○ 나눔과 체험의 교육복지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공립중 3교, 사립중 4교, 283명
- 초·중학교 교육급여 지원: 초 14교, 중 7교, 201명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복지 안전망 컨설팅: 26교(초 14교, 중 7교, 고 5교)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 초 2교(영동초, 구룡초), 중 1교(영동중)
- 찾아가는 통합성장지원 1차 지원: 24명(초 10명, 중 7명, 고 7명)
- 온(溫)마을 감성 충전 ‘학습 꾸러미’ 지원: 초 22명
- 슬기로운 여름나기 프로젝트 ‘생필품 꾸러미’ 지원: 23명(초 13명, 중 6명, 고 4명)
- 찾아가는 통합성장지원 2차 지원: 21명(초 10명, 중 8명, 고 3명)
- 온(溫)마을 감성 충전 든든한 한끼 1차 지원: 20명(초 8명, 중 7명, 고 5명)
- 온(溫)마을 감성 충전 Wee클래스 연계 프로그램 지원: 5교
- 온(溫)마을 행복 충전 추석맞이 음식 지원: 10명(초 5명, 중 3명, 고 2명)
- 온(溫)마을 행복 충전 지역아동센터 연계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125명
-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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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
- 영동군청과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협의회: 2회
- 영동예술교육단체와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협의회: 1회
- 영동군 학교학부모연합회 임원단과의 소통 간담회: 1회
- 영동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임원단과의 소통 간담회: 1회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활동가 협의회: 2회
- 마을교육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2회, 20명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팸플릿 제작·보급: 1,000부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활동용 에코백 보급: 600개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마을자원지도 보급: 1,000부
○ 공교육 혁신 지원 사업
- 지역연계교육과정 자료집 ‘우리마을 행복배움터’ 제작·보급: 100부
- 마을체험처, 마을강사 활용 레인보우마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체험학습
(체험비, 재료비, 강사비) 지원: 초 12교, 중 4교, 121회, 3,361명
- 지역연계 교육과정 교사 연구회 지원: 1팀
- 일곱빛깔 주제가 있는 동네방네 감고을 탐방 운영: 초 5교, 중 2교, 225명
- 동네방네 감고을 문화교육자료 ‘지역미술관 수업활용 자료집’ : 100부
- 동네방네 감고을 문화교육자료 ‘영동 간이역 수업활용 자료집’ : 100부
- 동네방네 감고을 안전교육자료 ‘도로터널 안전교육 수업활용 자료집’ : 100부
- 동네방네 감고을 환경교육 탐방자료 ‘영동하수처리장 수업활용 자료집’ : 100부
○ 교육 공동체 구축 사업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활동가 공모사업 선정·지원:
마을교육공동체 7개, 지역민교육참여연구회 4개, 청소년동아리 3개 지원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활동가(마을체험처, 마을강사) 활용 레인보우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체험처 43개, 마을강사 40개
- 감고을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활동가 공모사업 설명회: 1회, 1월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활동가 공모사업 행정처리 설명회: 1회, 3월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성과나눔 보고회: 1회,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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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2년 교육시책별 추진계획
1.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교육시책

0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0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0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0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0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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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1.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1-2.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1-3. 참여와 소통의 교육협치
1-4.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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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3-2.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3-3.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교육
3-4.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4-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4-2.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4-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4-4.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5-1.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5-2.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5-3.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5-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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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별 예산현황
순

[단위: 천원]

추진과제

예산액

비고

1-1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49,970

1-2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11,205

1-3

참여와 소통의 교육협치

44,900

1-4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

83,316

소계

189,391
충북형 미래학력 내실화

34,470

2-2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

2,413,218

2-3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2-4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2-5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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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370
21,540
0
2,474,598

3-1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23,430

3-2

감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1,820

3-3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교육

403,272

3-4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193,105

소계

621,627

4-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4-2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4-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7,480

4-4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6,730

소계

4,100
98,856

117,166

5-1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11,000

5-2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236,740

5-3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296,200

5-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1,730,351

소계

2,274,291

계

5,67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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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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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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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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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추진과제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1-1

추진과제 목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운영으로 학교민주주의 실현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보장으로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문화 조성

주요내용
1-1-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 민주적 토의·토론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토론회
○ 학교민주주의 성찰지표 학교현장 적용 확대
○ 교육공동체헌장 현장 구현과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제·개정
○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1-1-2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 노근리평화재단 연계 민주시민교육
○ 영동 청소년사회참여활동발표회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교과융합활동 지원
○ 협업적 문제해결 토의한마당 확산

1-1-3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인권교육
○ 2022. 평화 인권교육 교사 직무연수
○ 학교 인권 현장지원단 활동
○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의 학교문화정착을 위한 지원
○ 학생·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평화인권 문화교류 현장체험
○ 청소년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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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 교권보호 길라잡이 안내 및 지원 강화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법률지원단 지원
○ 맞춤형 심리 상담(치료) 프로그램 지원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1-1-1
1-1-2

추진사업

1,660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4,020

- 협업적문제해결 토의한마당 원탁토론회

1,740

-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발표회

2,280
43,850

- 평화인권교육교사직무연수

6,530

- 평화인권문화교류현장체험

37,320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2,100

- 신규교사소명식 및 역량강화 연수 운영

2,100

계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4

비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인권교육
1-1-3

예산

49,970

기대효과
○ 교권보호를 통한 존중받는 교직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지역 학생 참여 위원회 활성화
○ 학생 참정권 교육 강화
○ 민주적, 협력적 문화 조성을 통한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추진
○ 학교민주주의 성찰지표활용을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
○ 지역사회 연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형성
○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문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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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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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강화 연수
○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역량강화 및 지원

1-2-2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생자치
○ 영동학생참여위원회 활동 활성화
○ 학생자치회 리더십 교육 강화
○ 참여와 실천, 나눔의 학생자치 네트워크 운영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1-2-3

참여와 성장의 학부모자치
○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 맞춤형 학부모교육 활성화
○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연수 지원

1-2-4

공감과 동행의 교직원자치
○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인 학교 협의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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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1-2-1
1-2-2

1-2-3
1-2-4

추진사업

민주적인 학교자치 시스템

예산

비고

0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생자치

6,900

- 학생참여위원회운영

6,900

참여와 성장의 학부모 자치

4,305

- 학부모 연수

1,655

-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연수

2,650

공감과 동행의 교직원자치
계

0

11,205

기대효과
○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협의·실천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합리적인 문제해결 역량 제고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 습득
○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 문화 조성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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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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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활성화
○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교육거버넌스 운영으로 교육 공감대 확산
○ 새로운 학교문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위한 홍보 확산

1-3-2

군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를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 적극적인 언론 소통으로 영동교육 신뢰도 향상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으로 정책 공감대 확산
○ 학부모기자단, 홍보대사와의 업무 협업 추진

1-3-3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 교원단체와 소통 강화 및 교육활동 지원
○ 교원 보호 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 지원
○ 교원 노사관계 연수 지원
○ 교원단체와 협의·협약 사항 성실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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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상호존중의 노사관계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성실 이행
○ 노조지부 임원과의 간담회 운영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활성화
○ 워킹맘·대디와의 간담회 운영
○ 신규 직원과의 간담회 운영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1-3-1
1-3-2

추진사업

예산

비고

소통과 협력의 교육거버넌스

900

- 영동교육거버넌스 운영

900

교육정책홍보

44,000

- 교육홍보활동지원

44,000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0

1-3-4

상호존중의 노사관계

0

계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3-3

44,900

기대효과
○ 공감과 소통으로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
○ 협력과 상생의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교원단체 협력 강화
○ 교육수요자 대상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향상
○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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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추진과제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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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4-1

학교 중심 행정지원
○ 학교업무 적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교육활동 중심 학교 지원체제 안착
○ 학교업무지원전담팀 구성·운영
○ 수요자 중심의 학교 정보 업무 지원 강화
○ 컨설팅·예방 중심 지원형 감사
○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과 균형 발전

1-4-2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 인사제도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 공무원 인사제도와 근무조건 개선
○ 능력·성과·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1-4-3

자율과 성장 중심 평가
○ 교육지원청 평가방식 정비
○ 자율성·책무성을 동반한 학교 자체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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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청렴-영동교육」 실현
○ 각급 학교 대상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실시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운영
○ 청렴서포터즈 및 청렴동호회 운영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77,406

- 학교시설관리 통합지원

65,971

1-4-3
1-4-4

3,100

- 학교지원업무발굴단운영

765

- 학교업무바로지원팀운영

1,410

- 교(원)감소통협의회운영

2,340

- 자체감사활동지원

3,820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800

-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

800

자율과 성장 중심 평가

2,610

- 자체평가위원회운영

2,610

「청렴-영동교육」 실현

2,500

- 청렴시책추진 운영

2,500
계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2

비고

학교 중심 행정지원
- 초등단기수업지원 순회기간제교사운영
1-4-1

예산

83,316

기대효과
○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및 교육재정 운용을 통한 수요자의 신뢰도 향상
○ 반부패와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영동교육 실현
○ 신뢰받는 청렴 교육행정 기반 구축
○ 학교 지원 강화를 통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율화 실현
○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자체평가 실시
○ 컨설팅·예방 중심 감사를 통한 교육행정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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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협업적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중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미래형 교육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혁신을 전 학교에 일반화하여
기초학력부터 미래학력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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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추진과제

충북형 미래학력 내실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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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2-1-1

고교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 모델 창출
○ 일반고: 교육과정 특성화 및 학교 간 네트워크 활성화
○ 특성화고: 미래산업 대비 학과개편 확대
○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미래 고교교육 모델 확립

2-1-2

배움 중심 학교문화 혁신
○ 교육과정 중심 학교 문화 조성
○ 3월 ‘수업과 관계집중의 달’운영
○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자율장학 활성화
○ 1수업 2교사제의 교과융합수업 확대 지원

2-1-3

배움과 성장 중심 수업·평가·기록
○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역량 강화 및 과정 중심 평가 운영 내실화 지원
○ 학업성적관리지침 기반 학교 평가의 자율성 지원
○ 학생 성장 중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원
○ 학교별 담임장학 활성화를 통한 수시 지원

2-1-4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프로젝트
○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학습코칭 확대 지원
○ 교사 수업코칭 역량강화 및 수업역량 동반성장 지원
○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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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학교 안·밖 집중지원 기초학습안전망
○ 기초학습안전망 3단계 지원 강화 및 컨설팅
○ 거점형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지원
○ 맞춤형 통합지원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 기초학력보장 및 향상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 초등 저학년 한글책임교육・기초수학교육 운영 컨설팅

2-1-6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
○ 학생 주도형 외국어 교육활동 확대 운영
○ 지역과 함께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 세계시민을 기르는 국제교육 활성화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2-1-2

배움중심 학교문화 혁신

2-1-3

배움과 성장 중심 수업·평가·기록
- 학교 지원 컨설팅 운영

2-1-4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프로젝트

2-1-5

학교 안·밖 집중지원 기초학습안전망
- 학교 지원 컨설팅 운영

2-1-6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
계

비고

26,950
23,730
3,220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1-1

고교미래인재육정 교육과정 모델 창출
- 교육지원청고교학점제도입기반조성사업
- 직업계고학점제운영

예산

0
2,160
2,160

0
5,360
5,360

0
34,470

기대효과
○ 학생 개인별 맞춤형 고교학점제로 미래인재 양성
○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원화 및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으로 충북형 미래 학력 내실화
○ 학생의 자기주도적학습 역량 강화로 충북형 미래학력 신장
○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세계시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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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추진과제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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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2-2-1

행복씨앗학교 2.0 내실화
○ 학교혁신지원단 운영으로 행복씨앗학교 2.0 지원체제 구축
○ 행복씨앗학교 2.0 운영교 지원: 새너울중학교, 영동중학교, 추풍령중학교
○ 행복씨앗학교 질적 내실화로 새로운 학교문화 확산
○ 학교자치 역량강화 사업 지원

2-2-2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2.0 운영
○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생태계 조성 및 운영
○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 운영: 레인보우마을교육과정, 감고을 탐방프로그램
○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연구회, 동아리 등 지원

2-2-3

미래형 교육공간 대혁신
○ 행복·감성 NEW SPACE 프로젝트 사업 확충
○ 미래학교 목표에 맞게 실질적인 학교·수업 변화 유도
○ 개별 학생의 능력과 정석에 맞는 다양성 기반 교육공간
○ 종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창의 융합공간

2-2-4

미래형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
○ 전환기 교육 및 공립형 대안학교 교육과정 이해 및 홍보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지원
○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 에듀테크 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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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2-2-1

행복씨앗학교 2.0 내실화
- 학교혁신지원단 운영

2-2-2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2.0 운영
-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
- 공교육혁신지원 사업
- 지역교육공동체 사업

2-2-3

미래형 교육공간 대혁신
- 영동교육도서관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
- 매곡초등학교 NEW SPACE 시설공사
- 영동중학교 본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공사

2-2-4

미래형 교육시스템 기반 구축
계

예산

비고

1,200
1,200

250,000
31,920
107,980
110,100
2,162,018
2,162,018
0
0

특교예산
시설과 재배정예산
시설과 재배정예산

0
2,413,218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대효과
○ 학교혁신 문화 확산으로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
○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실현
○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습환경 구현
○ 창의·융합적 미래교육 및 학생 선택 중심수업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 학교-마을을 연계한 마을교육과정 운영으로 행복교육지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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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추진과제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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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2-3-1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동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
○ 공공기관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확대
○ 학교급 전환기 찾아가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2-3-2

꿈을 향한 나침반! 자유학년제
○ 학교별 특색을 살린 자유학년제 내실화
○ 체계적인 학교급 전환기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원 자유학년제 운영 전문성 강화

2-3-3

학교중심 행복교육·책임교육
○ 학교별 특색 있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생 개인별 맞춤형·선택형 고교학점제
○ 지역별·권역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 고교교육력도약 프로젝트 내실화

2-3-4

교육과정·진학 연계를 통한 학생 진로지원
○ 단위학교 진학 역량강화 지원
○ 상시 진로·진학상담 지원체제 운영
○ 학생 개별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설계 어드바이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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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교육
○ 일반고 교원의 진학 전문성 심화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
○ 학생을 위한 맞춤형 1:1 진학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고입전형 관리 및 찾아가는 설명회 지원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2-3-1

추진사업

예산

비고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

2,250

-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1,150

-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

400

- 진로직업체험의날

700

2-3-2

꿈을 향한 나침반! 자유학년제

0

2-3-3

학교중심 행복교육·책임교육

0

교육과정·진학 연계를 통한 학생 진로지원

2-3-5

- 교육력도약 종합컨설팅

450

- 저경력교사 진학지도역량강화연수

390

- 일반고담임교사 진학지도역량강화연수

390

- 학교로찾아가는 대입설명회

390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교육

1,500

- 찾아가는 진학지원상담

1,500

계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3-4

1,620

5,370

기대효과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모두가 주인되는 행복교육 실현
○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 학교별 여건에 맞는 자유학년제 내실화로 진로설계 역량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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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추진과제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2-4

추진과제 목표
다양한 수학·과학·정보 융합교육으로 미래역량을 계발 강화
스마트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로 지식정보처리 역량 강화

주요내용
2-4-1

미래를 이끌고 첨단을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교육
○ 미래를 이끌고 첨단을 누리는 안전한 과학교육 운영 지원
○ 과학관을 활용한 즐기고 소통하는 과학교육 기회 확대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과학교사 연구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

2-4-2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활동 탐구중심 수학교육
○ 학생의 수학 역량 및 자신감 향상 지원
○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운영 지원
○ 충북수학축제 지원 및 거점형 학교 연합 수학 축제 운영
○ 체험 탐구활동 중심의 수학교육 활성화 지원

2-4-3

모두가 누리는 정보(SW·AI)교육
○ 현장 맞춤형 정보(SW·AI)교육 운영 지원
○ 학생 맞춤형 드론체험 교실 및 영동 컴퓨터 꿈나무축제 운영
○ 정보(SW·AI)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2-4-4

미래역량을 계발하는 영재교육
○ 초등 수학·과학·정보 융합 영재반 운영: 초 5, 6학년
○ 중등 수학·과학·정보 융합 영재반 운영: 중 1, 2학년
○ 발명영재반 운영: 초 5, 6학년
○ 꿈나무 영재학급(영어) 운영: 초 4~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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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2-4-1
2-4-2

2-4-3

2-4-4

추진사업

예산

비고

미래를 이끌고 첨단을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교육

4,660

- 청소년과학탐구대회

2,780

- 과학 탐구 올림픽 대회

1,880

생각의 힘을 키우는 활동 탐구중심 수학교육

0

모두가 누리는 정보(SW·AI)교육

14,680

-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맞춤형 드론 교실 운영

10,000

- 영동 컴퓨터 꿈나무 축제 운영

2,500

- 정보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2,180

미래역량을 계발하는 영재교육

2,200

- 영재교육원 운영 및 영재선발

2,200

계

21,540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대효과
○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운영 지원으로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
○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활동중심 수학교육으로 학생의 수학 역량 및 자신감 향상
○ 정보(SW·AI)교육을 통한 컴퓨터 사고력 중심 문제해결 역량 강화
○ 다양한 창의융합 교육과 영재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역량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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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추진과제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

2-5

추진과제 목표
학생 선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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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 산업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2-5-2

현장 중심 직업교육 활성화
○ 직업교육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개선 지원
○ 직업계고 혁신지원사업 운영 지원
○ 직업 기초능력 향상 지원
○ 노동인권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2-5-3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직업역량 강화
○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홍보
○ 미래 기술인재 양성 지원

2-5-4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 직업계고 취업지원사업 운영 지원
○ 취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 창업교육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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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비고

2-5-1

학생 선택중심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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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계

0

기대효과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능력 중심 직업교육 강화
○ 직업계고 직업기초 및 전문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 확보
○ 맞춤형 프로그램 직업·취업교육 운영으로 미래 역량 강화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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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문화적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겸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꽃피우는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으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키우겠습니다.

추진과제

3-1. 지역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3-2. 감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
3-3. 상상력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교육
3-4.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추진과제

지역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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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3-1-1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대
○ 예술교육 협의체 구성
○ 예술실무추진단 운영

3-1-2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 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전시·공연·창작 등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체험학습 운영

3-1-3

지역사회 공감·소통하는 문화예술 축제 운영
○ 청년 한마음 예술제 운영 지원
○ 어린이날 큰 잔치 운영 지원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지원

3-1-4

지역예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 학교 국악교육 및 관현악단 운영 지원
○ 지역 예술 강사 발굴 및 학교예술교육 지원
○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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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3-1-1

추진사업

500

- 예술교육협의체 운영

500

- 지역연계프로그램운영
- 예술체험학습운영

950
10,000

지역사회와 공감·소통하는 문화예술 축제 운영

5,490

- 청소년한마음축제

3,210

- 어린이날 큰잔치

2,000

- 학생독립운동기념일행사
3-1-4

17,440
6,490

- 문화공연초청

3-1-3

비고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3-1-2

예산

지역 예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계

280
0
23,430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대효과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예술교육 활성화
○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계발과 긍정적인 자아 발견
○ 지역과 연계한 예술교육 활동으로 공감 소통 능력 향상
○ 예술 행사 운영을 통한 축제문화의 활성화
○ 지역 예술자원 발굴 및 운영을 통한 학교예술교육 정주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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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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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 국악관현악단 운영 지원
○ 악기교육지원사업 운영 지원
○ 난계국악단원과 연계된 학교예술교육 지원

3-2-2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 학생 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 전시·공연 관람 활성화 지원

3-2-3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교육 교원 역량강화
○ 학교예술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지원
○ 교원 예술동아리 지원
○ 전문 인문학 강사 초청을 통한 교원 역량강화 추진

3-2-4

공감·소통의 교직원 문화예술 축제 운영
○ 교직원 문화예술 축제 지원
○ 예술교과연구회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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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비고

3-2-1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내실화

0

3-2-2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0

3-2-3
3-2-4

교육과정과 연계 문화예술교육 교원 역량강화

1,820

- 인문학 강의

1,820

공감·소통의 교직원 문화예술 축제 운영
계

0
1,820

기대효과
○ 학교예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및 조화로운 인성 함양
○ 예술활동 지원으로 예술적 감수성 함양
○ 교원 예술교육 역량 강화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교직원 문화예술 축제 지원으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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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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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 운영
○ 교육공동체 인문소양 역량강화 지원
○ 단위학교 인문소양 프로그램 지원

3-3-2

생각을 키우는 독서·토론교육
○ 권역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3-3-3

미래역량을 기르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및 수업 지원
○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 학교특색 사업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컨설팅
○ 권역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3-3-4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 운영
○ 학생 참여형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 독서교육을 통한 자유학년제 및 학생 진로 교육 지원
○ 학생 중심의 독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제 독서를 통한 학생 독서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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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3-3-1
3-3-2
3-3-3

3-3-4

추진사업

예산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인문소양교육

4,000

- 교육지원청인문소양교육운영

4,000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토론교육

2,000

-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2,000

학교도서관 장서점검 및 컨설팅 운영

9,800

- 학교도서관 장서점검 및 컨설팅

9,800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363,822

- 복합문화 공간 내부 비품 구입

363,822

평생학습운영

15,280

- 학생 중심 독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5,280
1,910

- 독서교실 운영

1,910

독서논술교육활성화

5,760

- 자유학년제연계독서교육 운영

5,000

- 영동 학생 비경쟁독서토론한마당 지원

760

학생진로교육

700

- 진로체험의날(상반기, 하반기) 운영

700

계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비고

403,272

기대효과
○ 인문독서소양교육 평생교육 습관 형성
○ 학교도서관 컨설팅을 통한 교육도서관 역할 증대
○ 학생 중심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의 공간 혁신
○ 인문소양교육 활성화로 문화적 공감능력 향상
○ 다양한 인문·독서 활동 활성화로 공감·소통 능력을 지닌 미래인재 육성

www.cbyde.go.kr ㅣ

63

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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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체육교육 지원 사업 내실화
○ 체육전담교사 확대 및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초등 수영실기(생존수영) 교육 지원
○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및 건강체력 강화
○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3-4-2

자율적인 학교스포츠클럽
○ 1인1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및 참여 확대
○ 학교자율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단위학교 지원 및 영동 리그 활성화

3-4-3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정착
○ 학교운동부 운영 내실화 및 청렴교육 실시
○ 공부하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생선수 인권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청렴 의식 제고
○ 충청북도소년체육대회 등 각종대회 참가 지원

3-4-4

학교 보건교육·학생 건강관리
○ 학교 성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 흡연예방사업 추진
○ 학생 건강검사 실시
○ 감염병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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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앎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교육
○ 영양·식생활교육 내실화
○ 전통식문화계승사업 운영
○ 영양·식생활교육 역량 강화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비고

3-4-1

학교체육교육 지원 사업 내실화
-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10,500
10,500

3-4-2

자율적인 학교스포츠클럽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 학교스포츠클럽교육지원청단위리그

25,160
14,160
11,000

3-4-3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정착
- 교육장기육상대회
- 동아리축구대회
- 교육감기육상대회
- 교육감기구간경주대회
- 3.1절 경축마라톤대회
- 충북소년체육대회
- 선수합동훈련비
- 지정종목육성지원
- 학교육성종목운영지도

3-4-4

학교 보건교육·학생 건강관리
- 특정업무경비
-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
- 학교보건교육지도
- 직장내성교육
-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경비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운영
- 양성평등글짓기대회
- 인권존중성평등문화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3-4-5

앎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교육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계

150,870
6,860
11,820
11,285
3,525
3,050
38,470
10,700
64,000
1,160
6,575
2,400
955
520
620
220
400
460
1,000
0
193,105

기대효과
○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학교보건운영의 내실화 강화
○ 체육교육과정 내실화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소통과 성장의 기회 제공
○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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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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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4-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4-2.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4-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4-4.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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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학교환경교육 운영 지원
○ 탄소중립·기후변화 학교환경교육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실천중심 지역 환경동아리 지원

4-1-2

환경시민을 키우는 초록학교 3.0 운영
○ 모두를 위한 초록학교 3.0 확산 지원
○ 학교 특색을 살린 초록학교 운영 및 홍보
○ 학교숲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 초록학교 영동지역협의회 운영 정례화 및 역량강화 연수 운영

4-1-3

지속가능한 학교 문화 조성
○ 학교 탄소중립 환경교육 지원단 지원
○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 환경 리더 양성 지원
○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4-1-4

더 넓은 학교-사회 협력 환경교육 활성화
○ 학교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생태교육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망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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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생태계 구축
○ 2050학교 탄소중립 지원체제 구축 지원
○ 기후위기 대응 학교환경교육활성화 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4-1-1
4-1-2

추진사업

교육과정 연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예산

비고

0

환경시민을 키우는 초록학교 3.0운영

4,100

- 초록학교 영동지역협의회 운영

1,700

- 초록학교 영동지역협의회 역량강화 연수

2,400

4-1-3

지속가능한 학교 문화 조성

0

4-1-4

더 넓은 학교-사회 협력 환경교육 활성화

0

4-1-5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생태계 구축

0
4,100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계

기대효과
○ 탄소중립·기후변화 학교환경교육 실천 지원으로 환경시민 양성
○ 초록학교 영동지역협의회 활성화로 초록학교 3.0확산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학교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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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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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체제 구축 및 지원
○ 평화통일 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 평화·통일교육 교육공동체 공감대 활성화 지원

4-2-2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 지역 향교와 연계한 세대공감 인성교육 지원
○ 관계 중심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지원
○ 단위학교 학생 생활교육 운영 지원
○ 유관기관 합동 교외생활교육 강화

4-2-3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으로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확대
○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확대
○ SOS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 운영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 게시 및 배부
○ 학교폭력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4-2-4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체제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위기학생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꿈키움 멘토활동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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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상담활동 강화
○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 위(Wee)하여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길거리상담 운영
○ 순회상담 운영
○ 상담전문기관 및 병원연계 지원
○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및 수퍼비전 연수 운영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비고

4-2-1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0

4-2-2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0

4-2-3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책임교사역량강화연수

4-2-4

학업중단위기학생 지원체계
- 대안교육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담당교원연수
- 꿈키움멘토단운영

4-2-5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상담활동 강화
- 위(Wee)하여 프로그램
- 길거리상담운영
- 정서행동특성검사
- 전문상담역량강화연수
- 심리검사
- 자문연계상담

6,232
3,352
68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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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7,380
66,080
1,300

25,244
3,530
1,328
330
12,856
1,200
6,000
98,856

기대효과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평화통일 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
○ 생활 속 실천중심 인성교육으로 세대 간 공감 확산
○ 체계적인 상담 및 One-Stop 치료지원 서비스를 통해 학교 부적응 해소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 상담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
○ 관계 중심 생활교육의 정착 및 학교폭력 감소
○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유관기관 협력 확대
○ SOS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 활동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단위학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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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추진과제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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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4-3-1

체험 중심 안전교육
○ 안전교육 체험활동 및 교과연계 계기교육 강화
○ 지역 및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안전교육 확대
○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점검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학교 지원
○ 이동식·교실형 안전체험시설 운영 지원

4-3-2

협업·지원 중심 안전관리체계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유관기관 연계 교통안전 점검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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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
○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구성·운영
○ 학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 지원
○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 Non-GMO 식재료 공급,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추진
○ 식재료 공동구매제 운영
○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4-3-1
4-3-2
4-3-3

체험 중심 안전교육

예산

비고

0

협업·지원 중심 안전관리체계

2,190

- 비상대비계획운영(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190

안전한 교육여행 및 성장 아웃도어 교육 지원

0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

5,290

-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1,520

- 학교급식위생관리

3,770
계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4-3-4

추진사업

7,480

기대효과
○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현장감 있는 재난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 강화
○ 교과 연계한 안전교육 생활화
○ 유관기관 연계 안전교육 활동 강화
○ 체계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으로 안전교육 내실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
○ 학생 성장을 위한 안전한 교육여행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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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추진과제

쾌적한 미래형 학교환경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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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4-4-1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

4-4-2

교육시설 안전망 구축
○ 정기 안전점검
○ 노후시설 수시 안전점검
○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 특수구조건축물 유지관리점검

4-4-3

자연친화적 미래형 교육환경
○ 안전중심의 교육시설 환경 구축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석면건축물 개선

4-4-4

맞춤형 학생배치
○ 유·초·중 중기 학생배치계획 수립
○ 특수학급 학생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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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4-4-1

추진사업

4-4-3

4-4-4

비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5,250

-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5,200

- 학교먹는물표본수질검사

4-4-2

예산

50

교육시설 안전망 구축

0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0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0 재배정예산

- 노후시설 정기안전점검

0

자연친화적 미래형 교육환경

0

- 보차도분리 사업

0

- 석면개선공사

0 재배정예산

- 노후창호 교체공사

0

맞춤형 학생배치

1,480

- 학생배치계획관리

1,480

시설과

6,730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계

시설과

기대효과
○ 정기 안전점검으로 위험징후 조기 발견하여 선제적 대응가능
○ 학교 석면개선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지역 실정 및 학교 여건에 따른 원활한 학생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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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빈틈없는 교육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교육 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공참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과제

5-1.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5-2.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5-3.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5-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추진과제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유아교육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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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5-1-1

행복한 성장을 돕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 바깥놀이 및 자유놀이 시간 확보를 통한 유아 놀이교육 활성화
○ 유아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지원 및 실태 지도 점검
○ 유치원 수업 지원교사 운영 지원

5-1-2

쉼과 놀이 중심 유치원 방과후 과정
○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아침돌봄, 엄마품온종일돌봄, 저녁돌봄
○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정기 지도 점검
○ 유아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5-1-3

참여와 소통의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 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컨설팅 및 운영 지원
○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나눔 축제 운영 지원

5-1-4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 운영 지원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실시 운영 지원
○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현장 중심 장학 지원 강화
○ 소규모 유치원 공동 활동 지구(3지구) 운영 및 지원
○ 소통과 참여의 협력네트워크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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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5-1-1

추진사업

예산

비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2,000

- 학부모교육

2,000

5-1-2

쉼과 놀이 중심 유치원 방과후 과정

0

5-1-3

참여와 소통의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0

5-1-4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9,000

- 소규모유치원공동교육활동 운영

9,000

계

11,000

기대효과
○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
○ 개정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현장지원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협력 경영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교육격차 완화, 유아교육 서비스 향상
○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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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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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 내실화
○ 특수교육 연구활동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 강화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교를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5-2-2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 특수교육 관련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 보조 인력지원
○ 노후 특수학급 현대화 사업 추진

5-2-3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장애인권지원단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성·인권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를 위한 맞춤형 교원연수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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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특수교육대상자 성공적 사회통합
○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진로직업 운영
○ 특수교육교원 대상 전환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5-2-2

- 순회교육운영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 여건 개선

113,380

- 특수교육방과후과정지원
- 순회(겸임)교사제운영

- 순회치료교육 및 치료실 운영
- 장애학생치료비 지원

5-2-3

장애공감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특수교육연수

2,500
110,880

310
310

특수교육대상자 성공적 사회 통합

9,050

- 특수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9,050

계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2-4

비고

114,000
109,000
3,000
2,000

현장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

5-2-1

예산

236,740

기대효과
○ 특수교육담당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을 통한 성공적 사회통합의 기회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
○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개별화 교육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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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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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농산촌방과후학교운영 지원
○ 방과후학교 교육비지원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5-3-2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및 방과후학교 학교업무 지원
○ 방과후학교 컨설팅 지원
○ 마을방과후학교 지원
○ 방과후학교 강사풀 인력지원

5-3-3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 오후·저녁 초등돌봄교실운영 지원
○ 지역연계 돌봄교실 지원
○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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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계획
사업 번호

5-3-1
5-3-2
5-3-3

추진사업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

예산

비고

291,200
291,200
5,000
5,000
0
296,200

기대효과
○ 방과후학교 지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기여
○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체제 강화로 방과후학교 운영 효율화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맞벌이·저소득층 가졍 자녀의 돌봄지원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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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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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5-4-1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지원
○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
○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 중학교·고등학교 무상교복비 지원

5-4-2

더불어 잘사는 문화다양성교육
○ 학교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지원
○ 다문화학생가정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사업 지원

5-4-3

지역 중심 적정규모학교 육성
○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사업 지원
○ 작은학교(공동)일방 학구제 운영
○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비 지원
○ 농촌 작은학교 자율사업 지원
○ 학생통학지원 및 통학차량 공동이용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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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상생하는 교육복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활성화

예산 운영 계획

[단위: 천원]

사업 번호

추진사업

예산

235,230
168,000
6,230
61,000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지원

5-4-1

- 교복비지원
- 졸업앨범비지원
- 현장체험학습비지원

5-4-2

5-4-3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운영
- 학생배치계획관리

1,494,771
940,531
4,170
550,070

자체+기금
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금)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 (기금)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5-4-4

350
350

더불어 잘 사는 문화다양성교육
지역 중심 적정규모학교 육성

비고

0

상생하는 교육복지
계

1,730,351

기대효과
○ 다문화 감수성 이해 교육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강화
○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유지 및 농촌지역 활성화
○ 다양한 공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복지 실현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들 간 위화감 해소를 통한 학생 교육복지 실현
○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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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22년
행복교육지구
운영

미래를 여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Ⅵ. 2022년 행복교육지구 운영
■ 기본방향
○ 민·관·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선순환적인 교육생태계 조성
○ 학교와 지역 간 교육자원을 연결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학교 밖 교육환경을 조성
○교
 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교육 인프라 구축

■ 추진내용

[단위: 천원]

추진과제

추진내용

예산

[협력과 소통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교
육
생 태 계
조성사업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실무추진팀 운영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지원
· 레인보우마을교육과정 연계 교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지역연계 교육과정 자료 제작

31,920

[학교-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 확대]
공 교 육
혁
신
지
원

· 학교-마을연계 레인보우마을교육과정 운영
· 주제가 있는 일곱빛깔 동네방네 감고을 탐방 운영
· 학교-마을연계 레인보우마을교육과정 모니터링 운영
· 지역연계 교육과정 관련 연구회 지원
· 행복교육지구 사업 컨설팅 운영

107,980

[생동하는 삶과 교육 감고을 배움터 지원]
지역특화
사
업

·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 행복교육지구 지역민교육참여 연구회 운영 지원
· 행복교육지구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어울림 축제(박람회) 운영
· 행복교육지구 사업 평가
계

■ 기대효과
○ 협력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
○ 마을-학교를 연계한 마을중심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교육 혁신
○ 배움과 성장의 교육공동체 지원으로 생동하는 삶과 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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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행사내용

1

•2022. 제1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2022. 행복교육지구 사업설명회

2

•2022. 제2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2022. 영동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선정 협의회
•2022.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3

•3.1절 경축단축마라톤대회
•2022. 교육장기 차지 초중학교 육상경기대회
•2022. 제3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2022. 영동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운영 협의회
•2022. 영동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시작
•2022. 행복교육지구 1학기 레인보우 마을교육과정 운영(3월-7월)
•2022. 영동학생참여위원회 구성

4

•2022. 제51회 충북소년체육대회
•2022. 교육감기 동아리축구 영동 예선대회
•2022. 영동예술교육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2022. 영동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
•2022. 제4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2022. 1학기 특수교육담당교원 연수
•2022. 행복교육지구 일곱빛깔 동네방네 감고을 탐방(4월~12월)

5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2022. 행복교육지구 선진지 견학
•2022. 신규 특수교사 멘토-멘티 장학 운영
•2022. 제5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2022.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영(5월~11월)
•2022. 영동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5월~11월)

6

•2022. 교육감기 동아리축구대회
•2022. 제6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7

•2022. 영동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실 운영
•2022. 영동특수교육지원센터 1학기 순회교육 종결
•2022.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진단평가 실시
•여름방학 교외 생활교육

8

•2022. 영동특수교육지원센터 2학기 순회교육 시작
•2022. 제7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2022. 행복교육지구 2학기 레인보우 마을교육과정 운영(8월-12월)
•여름방학 교외 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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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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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행사내용

10

•2022. 교육감기 육상대회
•2022. 전국체육대회
•202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2. 감고을 행복교육지구 어울림 축제(박람회)
•2022. 제9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영동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의 날(하반기)
•영동 학생참여위원회 정례회
•2학기 Wee클래스 컨설팅

11

•2022.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모범 학생 표창
•영동 청소년사회참여활동 발표회
•협업적 문제해결 토의한마당 및 원탁토론회
•수능시험 전·후 교외 생활지도
•수능시험 전·후 교외 생활교육

12

•2022. 제10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영동교육지원청 자체평가 2차 평가위원회
•2023.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험

1

•2023. 제1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겨울방학 전·중·후 교외 생활지도
•영동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보고서 검토 및 심사
•영동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평가회
•겨울방학 교외 생활교육

2

•2022. 제2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겨울방학 교외 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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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2. 추계 교육장배 육상대회
•2022. 교육감기 구간경주대회
•2022. 충청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2022. 영동포도전국마라톤대회
•2022. 특수교육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2022. 제8차 영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2022. 영동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2학기 협의회 실시
•2022.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지역예선)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