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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향토장학금 확대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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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장학금 지원 인원 및 금액, 상담(참여)건수

 사업개요

 ◇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현황

   ‣ 설치연도 : 1996.12.24.

   ‣ 조 성 액 : 8,520백만원(2020.12.31.일 현재)

   ‣ 장학금 지급현황 : 76명 120백만원(2019년), 80명 130백만원(2020년)

     - 중 30만원, 고 80만원, 전문대 250만원, 대학교 280만원, 특별장학금 300만원

 ◇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 설치일자 : 1999.11.12. 연천군청소년상담실 개소

   ‣ 위    치 :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종합복지관 2층)

   ‣ 인력현황 : 직원 9명(센터장 1, 청소년상담사 7, 평생교육사 1)

   ‣ 사업내용 : 상담사업(사이버상담실, 1388전화 등 24시간 운영, 청소년동반자), 교육

사업(학교폭력예방, 사이버중독예방, 특별교육 등), 복지사업(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향토장학금 지원

 ❍ (실적)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683 1,073 610 100 120 130 130 130

국비

도비

군비 1,683 1,073 610 100 120 130 130 130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명, 백만원)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토장학기금 
지원인원

계획① 369 83 67 73 73 73

실적② 230 83 67 80

달성률②÷① 62% 100% 100% 109%

향토장학기금
지원금액

계획① 610 100 120 130 130 130

실적② 350 100 120 130

달성률②÷① 46% 100% 100% 1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참여)건수

계획① 35,845 7,033 9,006 8,876 5,465 5,465

실적② 22,668 8,744 8,618 5,306

달성률②÷① 44% 124% 94% 60%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 2018년

   ‣ 2018.06.18. : 2018년 제1회 향토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2018년 향토장학생 선발외 1건 의결

   ‣ 2018.10.25. : 2018년 제2회 향토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2019년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외 3건 의결

   ‣ 2018년 향토장학기금 지급 : 89명 120백만원

 ❍ 2019년

   ‣ 2019.02.01. : 2019년 제1회 향토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2019.05.29. : 2019년 제2회 향토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2019.06.20. : 2019년 1학기 향토장학금 지급

   ‣ 2019.09.23. : 2019년 2학기 향토장학금 지급

 ❍ 2020년

   ‣ 2020.01.06. : 2020년 제1회 향토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2020.05.27. : 2020년 제2회 향토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2020.06.19. : 2020년 1학기 향토장학금 지급(80명, 65백만원)

   ‣ 2020.10.07. : 2020년 2학기 향토장학금 지급(77명, 65백만원)

 ❍ 2021년

   ‣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예정 (82명, 150백만원)



 ◇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018년

   ‣ 2018. 1. 1.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위탁 운영

 ❍ 2019년

   ‣ 2019. 1. 1. 공공기관 2단계(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

 ❍ 2021년

   ‣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계획 수립(연 2회)

 ❍ 상담복지센터 상담(참여)건수
(단위: 명)

년도
개인상

담
사업

프로그램
전화상

담
사이버
상담

심리검
사

지원
서비스

기타
집단

프로그램
집단

심리검사
소계

2018 1,360 13 420 488 60 2,388 3 3,657 355 8,744

2019 1,103 7 265 503 87 2,197 1 4,091 364 8,618

2020 459 7 262 504 69 2,085 3 1,715 202 5,306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중앙부처․경기도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