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4-64-64-64-64-64-64-64-6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육성 지원정책 실시         

유형별 재원별 기간별 진행률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임기 내 임기 후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대    상: 관내 초·중·고 26개교(초등 14, 중·고등 12)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내    용: 지능정보 기술사회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특색 교육체계 구축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민선7기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43.8 6.8 159 174 168 168 168

시비 574.8 6.8 130 114 108 108 108

교육청 269 29 60 60 60 60

 연도별 성과지표 

최종목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육성 지원정책 실시완료(2020년 12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차세대위원회 및 정책제안대회, 청소년 누리터 운영 
○ 의왕학생동아리 및 꿈의학교 지원: 6개교
○ 의왕학생축제 및 과학축전 개최: 1회

20

2019년

○ 지역단위 융합형 인재육성 지원체계 구축: 8개 기관
○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융합형인재 정책제안 활동 지원: 12개교
○ 4차산업시대에 맞는 융합형 학습과정 지원: 26개교
○ 의왕학생동아리 및 꿈의학교 지원: 15개교

80

2020년
~

2022년
○ 지속 운영 -



 추진실적

❍ 지역단위 융합형 인재육성 지원체계 구축(2018. 10월): 8개 기관 

❍ 청소년참여(차세대)위원회 운영(2018~2021): 중·고등학생 24명

❍ 의왕학생동아리 지원(2018~2021): 중·고 66개 동아리

❍ 꿈의학교 지원(2018~2021): 34개 꿈의학교

❍ 과학축전(2018. 10월) 및 의왕학생축제(2018~2019) 개최

❍ 4차산업시대에 맞는 융합형 학습과정 지원(2019~2021): 관내 26개교 

❍ 창의융합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2019~2021): 관내 26개교

❍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2020. 3월): 계원예대, 교통대

❍ 창의융합프로젝트 관학협력 지원(2020~2021): 2개 대학, 7개 프로그램

❍ 의왕시 청소년진로박람회(2018~2021)

❍ 의왕 학생동아리 발대식 개최(2018~2021, 2020년 제외)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757 668 89 757 668 89

2018년 159 130 29 159 130 29

2019년 174 114 60 174 114 60

2020년 212 212 - 212 212 -

2021년 212 212 212 212

 향후계획

❍ 융합형 인재육성 지원 사업 지속 추진

[평생교육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김은영 정지원 오청원, 김혜원
연락처 345-2270 345-2551 345-2552, 2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