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유치원 어린이집 안전시스템

구축
신규 2019년 100%

안전시스템 전원

구축(비희망제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안전시스템

구축 완료

등원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지원(50개원)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24개원)
지속운영 지속운영 지속운영

4-2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계속 2019년 100%
교복구입비 지원

(2019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제정/ 기본계획수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속운영 지속운영 지속운영

4-3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신규 2019.12월 100% 7개교 지원완료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7개교) 1개교(백운초)

6개교지원

(내동초,왕곡초,덕성초,

고천중,백운중,부곡중)

4-4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지원 계속 2019.12월 100%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

관내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4개 초교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8개 초교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4-5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공급
신규 2020.12월 100%

친환경 식재료 70개

품목 확대 지원

전체 가공식품 친환경 우수

물품으로 공급 완료

기본계획 수립/

가공식품 추진

품목 확대

(6개 → 16개)

품목 확대

(16개 → 70개)
지속운영 지속운영

4-6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육성 지원정책 실시
계속 2020.12월 100%

융합형인재육성

지원 완료
융합형 인재육성지원 완료

꿈의학교 6개교 지원/

학생축제,과학축전개최

지원체계 구축(8개기관)/

정책제안활동지원(12개교)/학

습과정 지원(26개교)/동아리

및 꿈의학교지원(15개교)

지속운영 지속운영 지속운영

4-7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문

화의집 설립
계속 2021. 4월 100%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준공(부곡권역,

내손청계권역)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준공

(부곡권역)청소년문화의집

착공

(부곡권역)청소년문화의집

준공

(내손청계권역)청소년

문화의집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착공

(내손청계권역)청소년

문화의집 인테리어

공사 준공

4-8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신규 2022. 6월 100%
다함께돌봄센터

1~5호점 개소 (5개소)

방과후돌봄교실 추가설치

(5개소)
사업지 선정

다함께돌봄센터 개관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개관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개관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개관

(2개소)

4-9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습

공간 확충
계속 2021.12월 100%

학습공간 36개소 확충

(직영 6, 민간 30)
학습공간 36개소 마련

직영 2개소/

민간시설 공유 20개소

직영 2개소/

민간시설 공유 5개소

직영 2개소/

민간시설 공유 5개소
지속운영

4-10
학부모 의견에 따른 덕성초등

학교 증축지원
계속 2020.3월 100%

증축 준공 및

인수인계 완료
학교시설 증축완료 GB관리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공사착공
공사 준공

연도별 계획대비 추진현황

관리

번호
신규/계속 목표년도

이행현황

최종목표공 약 명

이   행   계   획

이행률
이행실적

(2021년 12월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