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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등학교 명문화학교 육성(인문고, 특성화고)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10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 공약내용: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과 공교육 지원확대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 및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

◈ 공약이행 확인지표: 명문화 학교 육성사업 지원 실적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대    상: 2개교(연천고, 전곡고)

   ‣ 지원내용

    - 연천고: 평생교육지원 외 6개 사업(152백만원)

      · 평생교육지원, 우수 신입생 장학금 지급, 고입홍보 지원, 학생 체험 활동 지원, 기능반 지원, 

기숙사 운영 지원, 방과후활동 지원

    - 전곡고: 기숙사 운영 지원 외 7개 사업(422백만원)

      · 기숙사 운영 지원, 학생 장학금, 학교 홍보, 진학지도 지원, 동아리 전문성 강화,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교육활동 지원, 외국어활성화사업

   ‣ 소요예산: 총 10,763백만원(군비)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명문화 학교 육성사업

 ❍ (실적)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0,763 7,919 2,844 574 551 619 550 550

국비

도비

군비 10,763 7,919 2,844 574 551 619 550 550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백만원)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조금 지원 실적

계획① 2,750 550 550 550 550 550

실적② 1,744 574 551 619

달성률②÷① 63% 104% 100% 112%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년

   ‣ 명문화 학교 육성사업 574백만원(연천고 152백만원, 전곡고 422백만원)

 ❍ 2019년

   ‣ 명문화 학교 육성사업 551백만원(연천고 148백만원, 전곡고 403백만원)

     - 신규사업: 연천고(문화예술활동 지원), 5백만원

     - 연천고 학과개편 완료:2개 학과

      · 인터넷정보과, 산업기계과→ 스마트SW콘텐츠과, 스마트팜산업과(21년 신입생 모집)

 ❍ 2020년

   ‣ 명문화 학교 육성사업 619백만원(연천고 211백만원, 전곡고 408백만원)

     - 신규사업: 연천고(인성교육 함양지원), 15백만원

     - 학과 개편에 따른 사업비 확보(교육청 교부금): 연천고 500백만원

     - 학과 개편에 따른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선정(농림부): 연천고 500백만원(국비)

 ❍ 2021년

   ‣ 명문화 학교 육성사업 556백만원(연천고 158백만원, 전곡고 398백만원)

   ‣ 고등학교(3)와 전문대(2) 과정 통합 검토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중앙부처․경기도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