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 찾아가는 진학 ‧ 진로 컨설팅 지원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이행후 지속추진

주관부서 총무새마을과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이동형(6080), 팀장 전성필(6016), 담당자 추현준(6087)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맞춤식 진로진학 프로그램 필요

  ❍ 사업위치 : 관내 고등학교

  ❍ 사업기간 : 2020년 하반기

  ❍ 소요예산 : 60백만원 정도

  ❍ 주요내용

    - 대학교수 및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진로진학 전문 인력 지원

    - 자소서, 학종 특강 / 수시면접 대비 특강 / 대학교수 1:1 면접

□ 추진실적

  ❍ 학종 대비 특강 ⇒ 자기소개서 컨설팅 ⇒ 전공교수 1:1 면접 및 대입상담

  ❍ 19년 찾아가는 진학‧진로 컨설팅 지원 : 5개교 5천만원

연번 학 교 운영기간 지원액(천원) 인원 주요 프로그램

합 계 50,000

1 김천중앙고 8월 중 10,000 40명 수시캠프 프로그램

2 김천여자고등학교 8월 중 10,000 40명 수시캠프 프로그램

3 율곡고등학교 8월~9월 중 10,000 40명 자소서 집중 컨설팅

4 성의고등학교 10월 중 10,000 40명 교육과정 컨설팅

5 한일여자고등학교 8월~9월 중 10,000 40명 자소서 집중 컨설팅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예산 확보

2019
희망학교 모집 및 선정
선정 학교 진학 진로 컨설팅 지원 5개교

2020 지속 추진

2021 지속 추진

2022 지속 추진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
(C)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230 230 50 60 60 60

국비

도비

시비 230 230 50 60 60 60

민자

기타

□ 사진대지 

자소서 및 학종 

대비 특강

자기소개서

컨설팅 프로그램

수시면접 대비

특강 프로그램

대학교수 1:1

면접 프로그램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관내 사립 고등학교의 학교별 야간 자율학습, 방과 후 개별

     프로그램(진학‧진로) 등으로 학교 측의 참여도가 떨어짐

   ⇒ 김천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를 통해 각 학교 참여 유도  

□ 기대효과

  m 수요자 맞춤형 진로 교육을 통한 창의적 진로개발역량 신장

  m 공교육 강화를 통한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