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문화-01 공교육 중심 교육지원체계 구축

신규여부 계속 완료시기
2023. 6월
(임기내)

사업기간 단기

총사업비 4,955백만원 사업유형 관리 대상지역 전 동

담당부서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진로진학지원팀장 오승섭 담당 강경희(2822)

 정책목표 

○ 금천구 청소년들이 지역여건과 재력으로부터 차별 없이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교육명문도시 금천 구현 및 미래형 인재 양성에 기여

 민선7기 추진성과

○ 언제나 상시상담 기반마련을 위해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조성

○ 고입·대입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 상시상담 체계 구축

○ 진로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우수대학·우수기업과 연계·협력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금천구 시흥대로 73길 67, 5층)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 사업내용

- 금천구「자신감」프로젝트로 「교육금천」사업을 확대해 미래교육

추진방향에 맞춰 고교학점제 등 진로진학 지원정책 적극 추진

- 기관·지역사회 협력강화(교육청, 학교, 학부모, 유관기관)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꼭 필요로 하는 진로진학지원 프로그램 확대·추진

○ 총사업비 : 5,852백만원 (시 725백만원, 구 5,127백만원)



 세부추진계획

○ 학력향상 지원 진로진학 프로그램 기획·추진

학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

·학습심리 상담 : 학습부진 원인 분석

·학부모아카데미 : 학습플래너 양성

·진로진학 전문가 특강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 사업

·금빛학교 추진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언제나 진로진학 상시상담

⇒ 1:1 맞춤형 진학 상담, 학생부

종합전형컨설팅, 유학 상담 등

·수시/정시 대비 대입 설명회

·수시박람회 : 대학입학사정관 초빙

·별 따는 기숙사 : 집중형 멘토링 캠프

·교육금천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입시정보 기재

○ 미래형 인재양성 진로프로그램 기획·추진

- 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 운영내용 : 학령별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 운영방식 : 우수기업, 우수대학, 전문업체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우수 기업 우수 대학 진로교육 전문업체

·4차 산업, 의료,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업무협약(MOU) 체결

·모의면접, 기업탐방, 일일
인턴십 등 실시

·우수 대학과 업무협약
(MOU)을 체결해 4차
산업, 인문·사회, 창의·
예술 등 글로벌 인재 양
성을 위한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전문
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위탁
운영

·직업군 체험, 적성검사,
교과연계 메이커스 체험 등
실시

 진로지원체계 혁신
<현 행> <개 선 안>

➫
‣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진로교육
  전문업체에 위탁지원
☞ 프로그램 일정조율, 진행능력은 
   우수하나 콘텐츠의 전문성 부족

‣ 우수 기업, 우수 대학,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 현장중심 취업정보 및 깊이 있고
   전문성 높은 교육 콘텐츠 제공



○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지원 정책 추진

- 고교학점제 대비 진로·학업 설계지원 :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진로에 도

움이 되는 과목선택 및 학업설계 지원

프로그램명 내 용
나만의 교육과정
만들기 컨설팅

학생 개인별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 구성 컨설팅 진행

진학 아카데미 학부모·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특강 진행

- 학습코칭 프로그램 추진 :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지원을 위

한 학습방법 코칭 프로그램 추진

프로그램명 내 용

학습컨설팅
개인 맞춤형 학습솔루션을 제공해 자기 주도적 역량
변화를 이끌어냄.

대학생 멘토링 대학교 연계 전공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학과체험 기회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임기후

금천진로진학지원프로그램 운영

 소통계획

○ 이해관계자 :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청, 유관 기관 등

○ 소통 방법 및 매체

- 관내 교사 대상 간담회 실시 (반기별)

-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프로그램 이용자 전체, 상시)

- 사업홍보 (문자발송, 홈페이지, 현수막 등)

- 금천진로진학자문위원회(진로진학정책에 대한 자문)

- 진로진학전문소식지 발행(교육정책 및 학습방법 공유

○ 구 의회 협력계획 : 주요 업무보고 및 수시 협력 요청



 기대효과

○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교육명 문도시 금천 구현

○ 대학, 기업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창의융합 인재 양성

 연차별 투자수요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 계 연차별 투자수요 및 집행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확보액

및
투자수요

집행액확보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

계 5,852 569 0 0 1,154 569 1,155 0 1,181 0 1,181 0 1,181 0

국비 0 0

시비 725 66 137 66 147 147 147 147

구비 5,127 503 1,017 503 1,008 1,034 1,034 1,034

민간 0 0

기타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