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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력향상 교육경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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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경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확대 실적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대    상: 22개교(초‧중‧고등학교)

   ‣ 소요예산: 총 50,419백만원(군비)

   ‣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대상 예산액(백만원)

군자체사업
미라클 아카데미

150명
(중1~고3/각학년 25명)

497

국내(국외)어학연수
국내(초6, 중2/각학년220명)

국외(중2, 43명)
279

대응(분담)사업

유치원·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2원(사립), 6개교(중) 248

학교환경시설조성 22개교(초·중·고) 214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22개교(초·중·고) 510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13개교 200

꿈의학교 지원사업 초·중·고 20

군비지원사업

명문화학교 육성사업 2개교(고) 574

통학버스 운행지원 9개교(초·중) 458

친환경쌀(차액분) 지원사업 22개교(초·중·고) 57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사업 22개교(초·중·고) 150

미라클 학력신장 공모사업 22개교(초·중·고) 120

외국어 활성화 사업 1개교(초) 30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교육경비 보조 및 군자체사업 운영

 ❍ (실적)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50,419 31,628 18,791 3,358 4,822 3,677 3,467 3,467

국비

도비

군비 50,419 31,628 18,791 3,358 4,822 3,677 3,467 3,467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백만원)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조금 지원 실적

계획① 17,226 3,358 3,467 3,467 3,467 3,467

실적② 11,857 3,358 4,822 3,677

달성률②÷① 68% 100% 139% 106%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년

   ‣ 교육지원사업 보조 및 군자체사업 운영: 3,358백만원

 ❍ 2019년

   ‣ 교육지원사업 보조 및 군자체사업 운영: 4,822백만원(군자체사업 1,489백만원, 대응

지원사업 1,931백만원, 군비지원사업 1,402백만원)

   ‣ 확대사업

    - 신규사업: 고등학교 무상급식 외 2개 사업(1,393백만원)

    - 사업비증액: 유치원·중학교 무상급식 외 1개 사업(178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비고

군자체사업 고등학교 무상급식 804 신규

대응(분담)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중학생) 22 신규

학교 실내체육관 증축 567 신규

유치원·중학교 무상급식 262 증액(14백만원)

학교환경시설조성 378 증액(164백만원)



 ❍ 2020년

   ‣ 교육지원사업 보조 및 군자체사업 운영: 3,677백만원(군자체사업 512백만원, 대응지원

사업 1,493백만원, 군비지원사업 1,672백만원)

    - 2020.07.20.: 국내·국외(호주) 어학연수 지원사업 취소 

   ‣ 확대사업

    - 신규사업: 마을과 함께하는 동행 프로그램(140백만원)

    - 사업비증액: 미라클 아카데미 외 6개 사업(332백만원)

 ❍ 2021년

   ‣ 교육지원사업 보조 및 군자체사업 운영: 3,973백만원(군자체사업 675백만원, 대응지원

사업 1,564백만원, 군비지원사업 1,734백만원)

   ‣ 확대사업

    - 신규사업: 유치원 놀이중심교육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37백만원)

    - 사업비증액: 꿈의학교 지원사업 외 2개 사업(77백만원)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중앙부처․경기도  특이사항 없음

구분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비고

군자체사업 미라클 아카데미 554 증액(57백만원)

대응(분담)사업
꿈의학교 지원사업 30 증액(10백만원)

무상교복 지원사업(중·고등학생) 46 증액(24백만원)

군비지원사업

명문화학교 육성사업 629 증액(55백만원)

통학버스 운행지원 595 증액(137백만원)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사업 170 증액(20백만원)

미라클 학력신장 공모사업 149 증액(29백만원)

마을과 함께하는 동행 프로그램 140 신규

구분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비고

대응(분담)사업 꿈의학교 지원사업 50 증액(20백만원)

군비지원사업

통학버스 운행지원 646 증액(51백만원)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사업 176 증액(6백만원)

유치원 놀이중심교육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

37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