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의견 반영 실적

구 분 제안건수
반영 미반영

(장기검토 등)
비고

건수 금액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43
38

(비예산 1건 포함)
3,285억원 5

연번 의견 제안(43건) 예산편성액(천원) 비고

합계 328,528,445

1 ○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27,867,495

2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관리 강화 26,858,000

3 ○ 폐교재산 활용 지원 488,878

4 ○ 교육정보화기자재 VR기기 등 보급 6,803,500

5 ○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 6,120,360

6 ○ 교원 직무연수 및 교권보호 향상 245,632

7 ○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활용 308,000

8 ○ 지역학생자치회 활성화 지원 76,060

9
○ 학부모의 급식모니터링 강화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활동비 지급)

0 사업성격상
활동비 지급 곤란

10 ○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예산 유지 9,856,000

11 ○ (감염예방)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확대 0 특교(국고)
지원사업

12 ○ 중학교 학생 정원조정 등에 따른 학생배치 불균형 해소 73,787,726

13 ○ 스쿨존과 어린이 통학 안전관리 강화 522,200

14 ○ 급식재료 – Non GMO 재료 사용 36,250

15 ○ 온라인교육 (원격수업)운영 내실화 9,232,915

16 ○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18,794,100

17 ○ 자유학년제 지원 내실화 7,866,200

18 ○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마켓 도입 0 예산편성 검토

19 ○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10,820

20
○ 8대분야 체험학습 개선
(체험학습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0 예산편성 검토

21 ○ 학교폭력예방내실화 4,471,030

22 ○ 학교폭력 가해학생교육프로그램 지원 현실화 450,000

23 ○ Wee프로젝트 구축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충 19,326,850

24 ○ 위기학생안전망시스템 구축 1,516,800

25 ○ 학생중심 상담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3,142,000

26 ○ 진로진학 담당자 역량 강화 40,936



연번 의견 제안(43건) 예산편성액(천원) 비고

27 ○ 맞춤형 진로진학 홍보 강화 480,692

28 ○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참여 대상 확대 700,000

29 ○ 직업계고 활성화 지원 강화 880,000

30 ○ 미래형 직업교육 탐방 웹사이트 개설 58,000

31 ○ 특성화고 실습실(실습수업) 환경 개선 4,845,577

32 ○ 창업체험(진로체험)교육의 벤처농업부문 지원 77,000

33 ○ 직업계고 창업 지원 육성 1,536,400

34 ○ 농업계열 고등학교 거점형 농업교육의 예산 확대 25,500

35 ○ 정보(SW·AI)교육 내실화 2,284,000

36
○ 꿈의학교 시설 공간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공공시설 활용 지원)

비예산

37 ○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지원 983,495

38 ○ 꿈의 학교의 투명한 재정 집행 671,000

39 ○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88,566,409

40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관리 강화 9,433,320

41 ○ 학생, 교직원등 안전교육 내실화 81,220

42 ○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실형 안전체험관 건립 확대 0 특교지원사업

43 ○ 성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의 표준화 교재 제작 84,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