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2-다-1)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 지원)
<선거공보 행복-02-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현황

   ▢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로 평생학습 수요 증가

   ▢ 전체적 평생학습 참여율은 증가 추세이나, 저학력․저소득층 참여는 부족한 수준

   ▢ 실제 참여 시간 부족, 계층간 참여 격차 확대

      - 평생교육 참여율(‘17): (대졸이상) 44.2% vs (중졸이하) 23.0%

                          (월소득 500만원 이상) 42.3% vs (150만원 미만) 20.9%

   ▢ 17개 시․도별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저학력 성인) 21.1%로 2위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 개방 확대

사 업 목 표

   ▢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방·활용하여 학교를 지역사회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저학력 성인의 생애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평생학습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 촉진

   ▢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자생적 인문학의 저변 확대

   ▢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발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

   ▢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증대

추진계획

   ▢ 학부모, 지역주민이 기획․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내 유휴교실 활용 평생교육‘마실’운영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 학교시설 지역민 개방 확대

연도별 이행 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추진 내용 
연차 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평생교육 마실 운영
물량(교) 19 25 30 35 109

금액 33 87 111 133 36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물량(기관) 8 7 7 7 29

금액 42 61 61 61 225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물량(개관) 20 23 27 27 97

금액 90 165 165 165 585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물량(개관) 20 23 27 27 97

금액 190 210 220 230 850

학교시설 지역민 개방
물량(교) 309 315 323 338 1,285

금액 비예산

이행률 확인지표

확인 지표 산출 근거
최종

목표

연차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문해교육 최종 이수율 (최종 이수기관수
/지정기관수)×100% 100% 100% 100% 100% 100%

소외계층 평생교육 운영율 (운영도서관수
/도서관수)×100% 100% 75% 80% 90% 100%

※ 사업 구분: 임기 내 사업임

중앙정부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 필요여부

   ▢ 해당없음

기대효과

   ▢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학교 이미지 개선

   ▢ 문해능력 습득으로 고령화 시대 건강한 삶의 필수 요건을 갖게함

   ▢ 지역주민들의 인문학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

   ▢ 지역주민과 학교와의 관계 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

주관부서 창의인재과 협조부서 재무정보과 사업종류 신규사업

담 당 자
배용호(☏422),

강정아(☏423)
담당자 김은성(☏813) 재원조달 자체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