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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역청소년 글로벌 체험기회 확대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10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 공약내용: 관내 청소년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 어학연수 추진

◈ 공약이행 확인지표: 글로벌 체험기회 참여 학생수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연천군 해외(호주) 어학연수 지원사업
    - 연수대상: 관내 중학교 2학년생 40명
    - 연수장소: 호주 퀸즐랜드주 선샤인코스트 메리단 공립학교
    - 연수기간: 매년. 2월 중 (20일)
    - 선발방법: 국내어학연수 중 평가 우수자 선발
    - 소요예산: 총 782백만원
   ‣ 연천군 청소년 해외봉사활동(2018년 신규사업)
    - 참여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15명
    - 봉사장소: 필리핀 이무스市
    - 봉사기간: 매년. 2월 중 (4일)
    - 선발방법: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소요예산: 총 73.5백만원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글로벌 체험사업 운영
 ❍ (실적)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587.5 732 855.5 207.5 193 0 227.5 227.5

국비

도비

군비 1,587.5 732 855.5 207.5 193 0 227.5 227.5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명)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글로벌 체험기회 
참여 학생수

계획① 200 40 40 40 40 40

실적② 95 55 40 0

달성률②÷① 47% 137% 100% 0%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년
   ‣ 국외(호주) 어학연수 지원사업 및 해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운영: 214.5백만원

(어학연수 190백만원, 봉사활동 24.5백만원) 
    - 어학연수 40명, 봉사활동 15명
 ❍ 2019년
   ‣ 2019.09.11.: 2019년 국외(호주) 어학연수생 선발 완료
   ‣ 2020.02.09.~2020.02.29.: 2019년 국외(호주) 어학연수 지원사업 실시
 ❍ 2020년
   ‣ 2020.07.20.: 국내·국외(호주) 어학연수 지원사업 취소 
   ‣ 2020.11.15.~2020.11.29.: 해외자원봉사 ‘희망벽화그리기’ 사업으로 대체(청소년육성재단)
 ❍ 2021년
   ‣ 2021년 5월 국내 어학연수 사업 추진 어려움 예상
    - 4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이며, 5인이상 집합

금지이며,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함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 2018.11.06.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발의
 ❍ 2018.12.18.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정
 

 문제점 및 대책  
 ❍ 2019년 하반기 해외자원봉사활동 추진 ASF 발생으로 무산
 ❍ 2020년 하반기 해외자원봉사활동 추진 코로나19 발생으로 무산
 ❍ 2021년 코로나 상황 지속시 사업 재검토

 중앙부처․경기도  
 ❍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