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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연혁

2. 행정조직

3. 예산현황

4. 시설현황 



연 월 일 연     혁

1990.  9.  1. 충청북도학생도서관 개관

1992.  1.  1.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제정 (충청북도학생도서관 흡수 통합)

1992.  3. 20. 충청북도학생회관 개관

2004.  3. 16. 한글사랑관 개관

2004.  9. 20. 충청북도학생수영장 준공

2005.  7.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교육박물관, 안전체험관 설치 및 

한글사랑관 관리 이관)

2006.  7. 14. 충북교육박물관 및 어린이안전체험관 개관

2008.  6. 1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설치)

2008.  7.  1.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개원

2015. 10.  9. 한글사랑관 본원으로 이전

2021. 1. 1. 제17대 윤숙희 원장 취임

2016.  9.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조직개편 4부 1분원: 문화기획부, 문화예술부, 학생수영부, 총무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학관) 

2018. 10. 29. 전시관 및 소리어울림 마당 조성 공사

2019.  3.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기관명칭 변경: 충청북도교육문화원

- 조직개편 3부 1과 1분원: 문화기획부, 문화예술부, 총무부, 학생수영과, 진천문학관 

2019. 6. 1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조직개편 4부 1분원: 문화기획부, 문화예술부, 학생수영부, 총무부, 진천문학관  

2021. 1.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조직개편 3과: 문화기획과, 문화예술과, 총무과

- 학생수영부→충청북도학생수련원, 진천문학관→충청북도교육도서관 이관

연혁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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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직원현황

교육
연구관

1

교육
연구사

2

파견
교사

4

소계

7

5급

2

6급

4

7급

15

8급

4

9급

1

문화예술
교육사

1

학예
연구사

1

소계

281

원
장

전문직ㆍ교원 일반직ㆍ연구직

14

교육
공무
직원

50

계
(명)

문 화 기 획 과

ㆍ기획공연 및 공연장 운영

ㆍ예봄갤러리(전시관) 운영

ㆍ충북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운영

ㆍ교직원 문화예술 연수 운영

ㆍ예술교육영재원 운영

ㆍ청소년연극단 운영

ㆍ한글사랑관 운영

ㆍ교육박물관 운영

ㆍ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

문 화 예 술 과

ㆍ체험프로그램 운영

ㆍ학교예술교육 활동 지원

ㆍ악기지원사업 운영

ㆍ웹툰창작프로그램 운영

ㆍ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ㆍ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

ㆍ교직원예술단 운영

ㆍ문화예술자료실 운영

ㆍ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 운영

총    무    과

ㆍ예산편성·집행·결산

ㆍ재산·청사관리

ㆍ인사·복무관리

ㆍ정보시스템운영

ㆍ민원·기록물관리

원   장

일반현황

행정조직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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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산   액 비      율 비     고

교원연수운영 137,444

지방공무원연수지원 4,280

근로자인사관리 400

교직원복지지원 60,723

창의인성교육운영 59,20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904,356

학생생활지도지원 26,912

진로진학교육 1,400

도서관운영지원 75,380

교육정책기획관리 6,700

교육정책홍보 10,000

기관평가 80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34,535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34,07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30,796

직속기관운영 542,197

직속기관시설관리 161,891

합  계 3,091,086

4.45

0.14

0.01

1.96

1.92

61.61

0.87

0.05

2.44

0.22

0.32

0.03

1.12

1.10

1.00

17.54

5.24

100

[단위 : 천원]

○ 건물 및 부지

구   분 위   치 건물(㎡) 부지(㎡) 비   고

본         원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87번길 56 13,306 22,904 (부지) 충청북도 소유

교육박물관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1,720 1,720 청주공업고등학교 부지

합    계 15,026 24,624

예산현황

시설현황

예산현황 / 시설현황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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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

○ 교육박물관

층  별 시   설 면적(㎡)

대공연장 · 준비실, 무대  · 객석 1~2층(1,032석) 4,475

1층

· 체험학습실

 - 소울보컬, 북소리마당, 덩더쿵놀이마당, 춤사위마당, 창작공예마당, 

  한마음놀이마당

· 다목적홀(176석)

3,850

2층 · 소리어울림마당 · 전시관(예봄 갤러리) 1,568

3층
· 한글사랑관  · 웹툰창작체험마당

· 동화나라
1,122

4층

· 사무실

 - 원장실, 문화기획과, 문화예술과, 총무과, 회의실

· 문화예술자료실, 꿈자람실

1,531

5층
· 상상배움터 1,2 · 늘배움터 1,2       

· 어울림배움터 · 정보시스템실
 760

합  계 13,306

층   별 시   설 면적(㎡)

지하 1층 · 기계실 104

1층 · 어린이안전체험관 374

2층 · 사무실  · 교육박물관 전시실 1 419

3층 · 교육박물관 전시실 2 · 체험학습실 470

4층 · 학교안전공제회 353

합  계 1,720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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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04

일반현황





Ⅱ
1.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2. 충북 미래교육 방향

3.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의 기본방향 

운영방향



함께 행복한 교육

신나는
학교

따뜻한
품성

즐거운
배움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ㆍ예ㆍ체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ㆍ안전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중점사업

충북교육의 기본방향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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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꽃피우는
민주학교

자기주도성
키우는

학습안전망

고교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

기후위기 대응
학교환경교육

행복·감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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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래교육 방향02

운영방향

배움을 즐기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

기
초
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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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래교육의 핵심은 사람이다. 모든 아이들이 삶의 주도성을 확립하고, 학교, 지역,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학생들의 주도성을 역량으로 길러내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디지털과 

친환경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가능한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한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시민성을 실천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

하며, 학교·대학·마을·지역사회가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한다.

핵심가치

혁신과제

주도형

주도성 성장
교육과정

STEP 03미래형

학생 배움중심
교육공간

참여형

디지털
시민성

협력형

공동체 기반
지역교육
생태계

학생
배움중심
교육공간

공동체 기반
지역교육
생태계

디지털
시민성

주도성 성장
교육과정

미
래

형
 교

육
과

정

과정중심평가

학
생

 주
도

참
여

형
 수

업
사람중심 충북 미래교육

충북 미래교육 방향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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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문화원의 기본방향03

운영방향





Ⅲ 2020. 주요성과

1. 공감과 감성이 있는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

2. 꿈과 예술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 체험

3.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 인재 육성

4. 안전하고 건강한 체험 및 생활체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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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공연

 - 온라인공연

      ㆍ5월 : 4작품 (마임극 1편, 테이블 인형극 2편, 종이컵 인형극 1편)

      ㆍ10월 ~12월 : 6작품 (여우와 돌고래 공연 등)

 - 대면 공연 : 11월,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이야기 공연, 초 4교, 164명

▷ 방구석 동요제 운영

 - 10월~11월, 345팀 참가, 93팀 시상, 유튜브‘예봄TV’를 통해 수상자 영상 송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가득 공연01

▷ 기획 전시

 - ‘봄, 꽃을 담다’전(온라인 전시 병행): 5월~6월, 학생 및 지역주민 675명  

 -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레프리카체험전: 7월~8월, 학생 및 지역주민 3,150명 

 - 프로젝션 맵핑: ‘빛을 만지다’전: 9월~10월, 학생 및 지역주민 445명

 - 자연미술큐브전: 11월, 학생 및 지역주민 887명

▷ 일반 전시 (온라인 전시 병행)

 - 제 29회 충북예술고등학교 미술과 정기작품전: 1월, 학생 및 지역주민 301명 

 - 한마음축제 일러스트레이션 우수 작품전: 4월, 학생 및 지역주민 478명 

 - 비밀의 화원전: 4월, 학생 및 지역주민 232명  

 - 충북 보도 사진전: 6월, 학생 및 지역주민 311명 

 - 그룹 사계전: 8월, 학생 및 지역주민 83명

 - 한글사랑큰잔치 수상작품전(충북서예가협회 초대작가 찬조출품): 

  10월, 학생 및 지역주민 210명

▷ 충북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 교원예술연구회 작품 전시(온라인 전시 병행): 12월, 10개 연구회, 110점, 학생 및 

  교사, 지역주민 300명 관람

▷ 충북예술고등학교 드로잉전(온라인 전시 병행): 12월, 학생 및 지역주민 200명

감성이 살아있는 공간, 전시실 운영02

공감과 감성이 있는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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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원미전 (온라인 전시 병행)

 - 제2회 사제동행미술전람회 (제31회 충북교원미전): 5월,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및 교사, 지역주민 1,317명

▷ 충북교원사진전 

 - 제 19회 충북교원사진연구회 사진전: 7월, 학생 및 교사, 지역주민 539명

▷ 충북미술협회 작품 대여 전시: 1회 13점, 2회 12점, 총 25점

▷ 문화예술교육 직무연수: 8월~11월, 교원 및 교육전문직, 5회, 총 24시간, 83명 

▷ 문화예술 자율기획연수: 7월, 교직원, 32회, 총 96시간, 86명 

▷ 문화예술 우수 콘텐츠 활용 원격연수: 9월~12월, 3회, 930명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높이는 교원 연수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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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체험학습 운영(인형극포함): 59회, 유·초 학생 1,351명

▷ 방학특별프로그램 운영: 1회, 초 2~5학년 학생 106명 

▷ 상설교육프로그램 운영: 8회, 초 2~3학년 학생 99명

▷ 한글사랑큰잔치 운영

 - 백일장 공모전: 초·중·고 학생, 학부모 495명 참가

 - 한글디자인 공모전: 초·중·고 학생 350명 참가

 - 2019. 수상작 및 한글서예 작품 전시회 개최

▷ 우리말 연극동아리 학교 공모: 중·고 3교 선정, 운영비 교당 5,000천원 

 총 15,000천원 지원

우리말을 꽃피우는 한글사랑관 운영01

▷ 방학프로그램 운영: 1월, 초·중·고 학생 대상 17강좌 85회 1,230명

▷ 평일체험프로그램 운영: 10월~12월, 초·중 학생 대상 13강좌 499회 4,976명

▷ 찾아가는 평일체험 운영: 9월, 초등학생 대상 2강좌 69회 738명

▷ 무한상상 웹툰 창작 프로그램: 초·중·고 학생 대상 2강좌 108회 240명

▷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 10월~12월, 청주시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대상 10강좌 129회 1,285명

▷ 가상현실 동화구연: 8월~12월, 128회, 유·초 학생 및 학부모 2,496명

예술감수성을 키우는 체험 활동02

꿈과 예술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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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성과

▷ 지역문화예술학교: 1월, 48개교, 교당 4,000천원, 총 192,000천원

▷ 예술보따리 사업: 114개교, 교당 1,000천원~2,776천원 총 274,792천원

▷ 문화예술 메이커교육연구회: 1월, 12팀, 팀당 4,000천원, 총 48,000천원 

▷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 합창활동 감성소리숲: 1월, 38개교, 교당 1,250천원~3,750천원, 총 144,305천원

 - 관(현)악부 자생운영: 1월, 29개교, 교당 3,000천원~6,000천원, 총 120,000천원

▷ 악기지원사업: 6월~9월, 악기관리전환 140대 매칭

▷ 교직원오케스트라 운영

 - 교직원오케스트라 단원 대상 정기연습 35회 

 - 하계집중연수 2일, 연주회 1회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03

▷ 자료실 열람 및 대출: 1월~12월,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및 학부모 9,358명, 24,434권

▷ 도서 1,804권, 비도서 140종 구입: 3월, 7월, 10월, 12월 4회

▷ 메이커놀이터 1일 체험: 8월~12월, 85회, 유ㆍ초 학생 1,978명

▷ 책과 함께한 데이: 10월~12월, 10회, 유ㆍ초 학생 1,594명

▷ 다독다독 릴레이 (매월 1인 1책 읽기): 3월~11월, 9회, 유ㆍ초 학생 65명

▷ 방학 독서메이커교실: 1월, 10월, 10회, 초등학생 5학년 226명

▷ 진천문학관 주말 가족체험프로그램(문학관의 사계 및 가족문집 만들기)

 : 3월~12월, 156회,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및 학부모 1.314명 

▷ 진천문학관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초청강연회

 : 11월, 1회, 중 1교, 학생 및 교직원 50명 

▷ 진천문학관 평화의 섬, 우리 땅 독도 UCC 경진대회

 : 6월~8월, 1회, 초ㆍ중ㆍ고 학생 55작품

▷ 진천문학관 충북학생문향제 ‘문학을 담다’

 : 9월~11월, 손글씨 등 6개 분야 1회, 초ㆍ중ㆍ고 학생 275작품

▷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 6월~12월, 70교, 103회 1,285명

인문·예술의 의미를 찾는 문화체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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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기획공연용 창작 희곡 공모: 11월, 개인 3작품, 단체 1작품 선정 및 시상

▷ 청소년 연극단: 7월~12월, 매주(토ㆍ일), 30회, 중2~고3 학생, 17명

청소년연극단 운영01

▷ 청소년 오케스트라: 1월, 단원 60명, 자리 배치 블라인드 오디션, 정기연습 30회, 

 8월 하계캠프, 제5회 비대면 정기연주회, 악기 교육 영상 셀프 제작(악기 5종) 160분

▷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1월, 단원 67명, 정기연습 32회, 8월 하계캠프, 

 제2회 비대면 정기연주회, 악기 교육 영상 셀프 제작(악기 3종) 60분

청소년예술단 운영02

▷ 예술영재교육원(연극) 학생 선발: 6월, 18명

▷ 예술영재교육원(연극) 운영: 7월~11월, 12회, 매주(토) 174명

예술영재교육원 운영03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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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전하고 건강한 

체험 및 생활체육 활동

▷ 수준별 일반 강습: 1월~2월, 10개반, 40시간, 초ㆍ중ㆍ고 학생 및 지역주민 6,976명

▷ 경영장 자유수영: 1월~2월, 10월~11월, 초ㆍ중ㆍ고 학생 및 지역주민 16,432명

▷ 다이빙장: 1월~2월, 10월~11월, 초ㆍ중ㆍ고 학생 및 지역주민 1,918명 

▷ 취약계층 학생 방학 수영 특강: 2월, 초등학생 88명

다양한 맞춤형 수영프로그램 운영01

▷ 훈련장소 제공: 1월~2월, 6월~11월, 월~금, 초ㆍ중ㆍ고 학생선수 8,634명

수영꿈나무 훈련 지원02





Ⅳ 2021.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1. 2021.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2. 추진과제별 예산현황



중점사업 ○ 체험과 공감으로 함께 즐기는 공연ㆍ전시

○ 상상의 날개를 펴는 예술중점 체험마당

예술감수성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 체험

02 2-1.

2-2.

2-3.

예술감수성을 키우는 체험 활동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인문ㆍ예술의 의미를 찾는 문화체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

03 3-1.

3-2.

3-3.

3-4.

3-5.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

청소년연극단 운영

교직원예술단 운영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우리 문화 계승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험

04 4-1.

4-2.

4-3.

4-4.

우리말을 꽃피우는 한글사랑관

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교육박물관

체험활동 중심의 어린이안전체험관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교육시책 추진과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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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시책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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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공감과 감성이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

01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가득 공연 

감성이 살아있는 공간, 전시실 운영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높이는 교원 연수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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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추진과제별
예산현황

순 추 진 과 제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1-1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가득 공연 473,759

1-2 감성이 살아있는 공간, 전시실 운영 159,233

1-3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높이는 교원 연수 137,444

1-4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10,400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780,836

2-1 예술감수성을 키우는 체험 활동 133,610

2-2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406,688

2-3 인문·예술의 의미를 찾는 문화체험 134,580

674,878

3-1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180,480

3-2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 131,611

3-3 청소년연극단 운영 31,283

3-4 교직원예술단 운영 18,470

3-5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43,425

405,269

4-1 우리말을 꽃피우는 한글사랑관 74,704

4-2 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교육박물관 70,900

4-3 체험활동 중심의 어린이안전체험관 22,520

4-4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224,766

392,890

계 2,253,873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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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과 감성이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

2. 예술감수성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 체험

3.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

4. 우리 문화 계승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험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Ⅴ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감과 감성이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

시책1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 가득 공연

감성이 살아있는 공간, 전시실 운영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높이는 교원 연수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1-1

1-2

1-3

1-4



목  표

○ 우수 공연 프로그램 관람을 통한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예술적 감수성 함양

○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확대 및 예술적 소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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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 가득 공연1-1

▷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의 뮤지컬, 연극, 무용, 음악을 유치 및 

 관람을 통한 문화예술적 공감 능력 신장

▷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 8작품

기획공연

▷ 학교별 청소년오케스트라 활성화와 꿈·끼 발현 및 성과 공유의 장 마련 

▷ 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합창, 무용, 교원예술연구회(공연, 작품 전시) 등

충북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 동요의 교육적 가치 확산과 동요부르기를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도내 유·초등학생 대상, 5개 부문(유치원, 초1~2, 초3~4, 초5~6, 가족중창)

방구석 동요제

▷ 공연 및 전시 관람을 통하여 감성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기반 마련

▷ 학교회계 예산편성 권장사업

예술보따리

▷ 학교 축제, 동아리 발표회, 각종 연수 및 세미나 등의 행사 지원

▷ 일반인 및 기관·단체 대상 연극, 음악회, 무용 등 각종 공연을 위한 공간 제공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가 있는 공간」 운영

꿈과 끼를 발현하는 행복한 문화 공간 제공

시책 1. 공감과 감성이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

1-1 01

1-1 05

1-1 02

1-1 03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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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관람을 통한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및 인성 함양

▷ 학교예술교육의 성과 확산으로 학생들의 예술감수성과 창의성 제고

▷ 교육가족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

▷ 우수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활용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1-1-1 기획 공연 400,000

1-1-2 충북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73,759

1-1-3 방구석 동요제 0 1차 추경 시 편성 예정

1-1-4 예술보따리 비예산 학교회계 권장사업

1-1-5
꿈과 끼를 발현하는 

행복한 문화 공간 제공
비예산

계 473,759

예산운영계획

기대효과



목  표

○ 예술작품 감상을 통한 미적 감수성 함양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교육 지원

○ 학생, 교사, 예술가와 함께 만드는 예술 체험 및 전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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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이 살아있는 공간, 
전시실 운영1-2

▷ 학생과 예술가가 함께 하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 운영

▷ 학생, 교원, 지역작가가 참여하는 전시

▷ 다양한 장르의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연 4회

기획 전시

▷ 학생 동아리 및 교원예술연구회 작품 전시

▷ 충북 초대작가 작품 전시

▷ 기관 및 예술단체 대상 전시실 대관 운영

    - 연 8회 운영

전시 및 전시실 운영

▷ 중·고등학교 미술동아리 체험부스 운영: 5월, 25개교

    - 미술 축제 및 문화 소통의 공간

충북학생미술 한마당

▷ 제 3회 사제동행미술전람회 및 제 32회 충북교원미전: 5월

    - 고등학생 및 유·초·중·고 교원, 교육전문직

사제동행미술전람회, 충북교원미전

▷ 제 20회 충북교원사진연구회 사진전: 5월 

    - 초·중·고·교원 및 교육전문직

충북 교원사진전

시책 1. 공감과 감성이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

1-2 01

1-2 05

1-2 02

1-2 03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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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1-2-1 기획 전시 74,000

1-2-2 전시 및 전시실 운영 31,620

1-2-3 충북학생미술 한마당 21,700

1-2-4 사제동행미술전람회, 충북교원미전 14,400

1-2-5 충북 교원사진전 6,900

1-2-6 찾아가는 미술관 4,023

1-2-7 충북 학생공동설치미술 한마당 6,590

계 159,233

예산운영계획

▷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으로 예술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성 함양

▷ 작품 감상 및 발표 기회 제공으로 학교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예술 체험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

기대효과

▷ 작품 전시 희망 교육기관 및 학교 선정(교직원 학생 작품 전시) 

     - 2개 기관, 2개교 선정, 6월~11월

찾아가는 미술관

▷ 학생공동설치미술 제작 및 전시

     - 도내 중·고 학생 미술동아리: 9월, 10개팀

충북 학생공동설치미술 한마당1-2 07

1-2 06



목  표

○ 교원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 교원의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감수성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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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높이는 교원연수1-3

▷ 음악 분야 

  - 컴퓨터 음악 및 레코딩, 예술동아리 운영, 합창 및 오케스트라 지휘, 수업자료 제작

▷ 미술 분야 

  - 예술교육, 미술수업과 진로, 디자인, 공예, 미디어

▷ 융합예술 분야 

  - 뮤지컬, 청소년 문화, 무용,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교육 직무연수

▷ 교직원의 자발적 연수 기획에 기반한 자율기획연수

▷ 현장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연수 운영으로 참여자 만족도 제고

문화예술 자율기획연수

시책 1. 공감과 감성이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

1-3 01

1-3 02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1-3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높이는 교원연수 137,444

계 137,444

예산운영계획

▷ 교원의 문화예술 교육 역량 강화 및 업무 전문성 신장

▷ 교직원의 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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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지역예술단체와 협업 및 소통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학생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교가 제작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형성

지역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1-4

▷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충북교육문화원의 협업을 통한 학교문화예술 지원

▷ 지역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허브 역할

▷ 지역문화예술단체협의체 간담회, 연 2회

지역문화예술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대학교수, 도교육청 및 지역 장학사,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조직·운영

▷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맞춤형 컨설팅

▷ 학교단위 문화예술프로그램, 예술동아리, 교육과정 속 예술교육 운영 관련 컨설팅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컨설팅단 운영

▷ 오래된 학교의 교가를 현대적인 감성에 맞게 제2의 교가 제작 지원

▷ 친일음악가가 만든 교가에 대한 ‘교가 바로 잡기’작업과 병행

▷ ‘우리학교 노래’를 통한 학교 자체 예술프로그램 운영

   도내 초·중·고 3교~5교 제작 지원

우리학교 노래 만들기

▷ 공연장 음향, 조명, 무대 감독 및 공연 기획 관련 진로체험

▷ 전시 크리에이터, 도슨트 및 전시 기획 관련 진로체험

공연ㆍ전시 진로체험의 날 운영

1-4 01

1-4 02

1-4 03

1-4 04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1-4-1 지역문화예술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비예산

1-4-2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컨설팅단 운영 비예산

1-4-3 우리학교 노래 만들기 9,000

1-4-4 공연ㆍ전시 진로체험의 날 운영 1,400

1-4-5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비예산

계 10,400

▷ 지역과 연계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학생 감성에 맞는 교가 제작을 통한 애교심 함양 및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예술분야 직업 체험으로 적성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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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채널명 [‘예봄TV’: 예술을 보다] 

▷ 교육 및 홍보 영상 제작·배포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1-4 05

시책 1. 공감과 감성이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



2-1

2-2

2-3

예술감수성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 체험

시책2

예술감수성을 키우는 체험 활동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인문ㆍ예술의 의미를 찾는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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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감수성을 
키우는 체험 활동2-1

▷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위한 웹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 

▷ 평일·주말·방학 프로그램 8강좌, 초·중·고 학생, 400회 

무한상상 웹툰 창작 프로그램

▷ 문화예술 체험으로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프로그램 운영

▷ 토요 프로그램 10강좌, 유·초·중·고 학생, 300회 

문화예술 토요체험 프로그램

▷ 여가선용과 소질계발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40강좌, 초·중·고 학생, 200회 

문화예술 방학 체험 프로그램2-1 04

2-1 02

2-1 03

목  표

○ 맞춤형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성 신장 및 심미적 감성 함양

○ 다양한 예술중심 체험활동 운영으로 관심분야의 적성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신규 프로그램 운영

▷ 초·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년제 연계 교육활동 지원

▷ 표현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체험프로그램 10강좌 초·중 학생, 1,920회

문화예술 평일체험 프로그램2-1 01

대  상 시      간 운영 프로그램

초·중 10:00~12:00

초·중 우쿨렐레, 12현 가야금, 타블렛 캐리커처, 짐볼드럼, 샌드아트

신명나는 농악놀이, 웃음치료와 레크레이션, 라인댄스, 

마음빚기 흙공예, 웹툰 클립스튜디오

13:00~15:00

시책 2. 예술감수성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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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2-1-1 문화예술 평일체험 프로그램 83,760

2-1-2 무한상상 웹툰 창작 프로그램 7,850

2-1-3 문화예술 토요체험 프로그램 23,000

2-1-4 문화예술 방학 체험 프로그램 7,800

2-1-5 행복가득 「동화나라」 프로그램 11,200

계 133,610

▷ 즐거운 체험활동을 통하여 표현력과 창의력 신장

▷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한 심미적 감성 함양

기대효과

▷ 동화구연과 가상현실 콘텐츠를 접목한 동화구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 체험동화 콘텐츠 16종, 5세~9세, 240회 

행복가득 「동화나라」 프로그램2-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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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2-2

▷ 농·산촌지역 학교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공연 체험 및 진로직업 멘토링 지원 초·중·고 40교

울림·열림·나눔의 지역문화예술학교 지원

▷ 교원예술연구회 공모 선정 20팀, 충북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공연 참가

▷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활동 공간 및 시설 지원 

교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2-2 02

2-2 03

목  표

○ 함께 행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감 및 소통 등 관계성 강화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가치 확산

▷ 학생관(현)악부 운영 지원 25교 

▷ 합창활동 「감성소리숲」 운영 지원 30교

▷ 악기 관리전환사업 및 지원

▷ 민간·유관기관 행사 지원(청소년한마음축제,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충북학생관악제)

학교예술교육 활동 지원2-2 01

시책 2. 예술감수성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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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학생관(현)악부 운영 지원

학교

예술교육

활동 지원

100,000

2-2-1
합창 「감성소리숲」 운영 지원 90,300

악기 관리전환사업 및 지원 12,530

민간·유관기관 행사 지원 12,758

2-2-2 울림·열림·나눔의 지역문화예술학교 160,000

2-2-3 교원 문화예술활동 활동 지원 31,100

계 406,688

▷ 일상을 예술로 꽃 피우고 예술이 곧 삶이 되는 행복교육 구현

▷ 인문·예술적 관계 이해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감 및 소통 활성화

기대효과



목  표

○ 문학과 문화체험활동을 통한 따듯한 감성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

○ 문학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인문ㆍ예술적 가치와 의미 내재화

○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를 통한 독도교육 내실화 및 올바른 역사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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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예술의 의미를 
찾는 문화체험2-3

▷ 문화예술자료실

 - 문화예술과 책이 더불어 공존하는 인문·예술기반 환경 조성

 - 다양한 예술분야 자료 확충으로 이용자에게 최신의 문화예술정보 제공

▷ 「메이커놀이터」 1일 체험학습

 -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책과 메이커 교구를 활용한 체험놀이 운영

 -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메이커놀이터」, 120회 

▷ 방학 중 독서메이커교실

 - 창의적 독서 습관과 표현력 향상을 위한 독서메이커와 함께하는 인문·예술코칭 운영

 - 초 5학년, 2회 

▷ 그림책 체험놀이터

 - 가족과 함께 하는 주제별 문화예술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유·초등학생 대상 「책과 함께한 데이」, 「다독다독 릴레이」 등 2종, 9회 

문화예술자료실 운영2-3 01

시책 2. 예술감수성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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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2-3-1 문화예술자료실 운영 75,380

2-3-2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 운영 59,200

계 134,580

▷ 전문 예술분야 자료의 확충으로 특화자료실로 정착 및 활성화 

▷ 다양한 인문ㆍ문화체험활동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사고력 및 문학적 감수성 고취

▷ 적극적인 독도체험교육 기회 제공으로 독도 영토주권의식 강화

기대효과

▷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 운영

 - 이동식 독도체험시설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의식 확산 기회 제공

 -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의 체험기회 확충 및 독도교육 활성화 

 - 초등학교 100교, 150회 

 - 나만의 독도신문 만들기, 3D영상관, VR체험, 독도사랑 물품 만들기 등 학생 

  체험중심의 활동 제공

▷ 지역과 함께하는 독도체험버스 운영

 - 독도체험 기회 제공으로 도내 교육공동체의 독도사랑 공감대 확산

 - 한글날 행사의 일환으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독도체험버스 운영, 2회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 운영2-3 02



Ⅴ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

청소년연극단 운영

교직원예술단 운영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3-1

3-2

3-3

3-4

3-5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

시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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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3-1

▷ 연주 역량 신장 겨울방학 집중캠프(2월 중 3일)

 - 실기 프로그램 및 관계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연주 역량 강화 여름방학 집중캠프(8월 중 3일)

 - 실기 프로그램 및 예술 감성 충전 콘서트 운영

연주 역량 향상 캠프

▷ 감동의 선율로 꿈을 말하는 제6회 정기연주회, 11월

▷ 악곡의 하모니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류연주회(1회, 미정)

▷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재능 나눔 앙상블 봉사 연주회(4회, 미정)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감연주회

3-1 02

3-1 03

목  표

○ 재능 있는 청소년 예술 인재 발굴 및 꿈과 열정이 살아있는 연주단체 육성

○ 오케스트라 운영의 효율적 기반 조성으로 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 단원 선발 

 - 단원 선발 정기 오디션, 연 3회

 - 실기 및 무대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리 배치 오디션

▷ 정기 연습 

 - 전체 합주와 파트 연습, 앙상블 연습

 - 매주(토) 10:00~12:00, 단원 70명, 연 34회

▷ 배움 나눔 실천 교육봉사 

 - 초보자 대상 악기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3-1 01

시책 3.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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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3-1-1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165,540

3-1-2 연주 역량 향상 캠프 12,240

3-1-3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감연주회 2,700

계 180,480

▷ 정기연습 내실화로 악기 연주능력 및 감성적 표현능력 신장

▷ 연주 하모니를 통한 심미적 감성 및 존중과 배려의 미래역량 함양

▷ 다양한 연주회를 통한 공감과 나눔의 체험으로 전인적 성장 기회 제공

기대효과



목  표

○ 재능 있는 청소년 예술 인재 발굴 및 꿈과 열정이 살아있는 연주단체 육성

○ 국악관현악단 운영의 효율적 기반 조성으로 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3-2

▷ 단원 선발 및 정기연습 

 - 연 2회 단원 선발 정기 오디션, 단원 70명 대상 매주(토) 14:00~17:00, 연 34회

▷ 배움 나눔 실천 교육봉사 

 - 초보자 대상 악기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

▷ 연주 역량 신장 겨울방학 집중캠프(2월 중 3일)

 - 실기 프로그램 및 관계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연주 역량 강화 여름방학 집중캠프(8월 중 3일)

 - 실기 프로그램 및 악기 제작 체험, 명인과 소통하는 콘서트 운영

연주 역량 향상 캠프

▷ 제 3회 정기연주회, 11월

▷ 재능 나눔 풍류 음악회(2회, 미정)

온고지신 음악회

▷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악곡, 미발표 국악 관현악곡 공모

 - 상반기, 전 국민 대상, 총 3곡 선정, 상금 5,000천원, 정기연주회 시 초연

국악 관현악곡 창작 공모전

3-2 01

3-2 02

3-2 03

3-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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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3.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



▷ 정기연습 내실화로 악기 연주능력 및 감성적 표현능력 신장

▷ 합주 경험을 통한 심미적 감성 및 존중과 배려의 미래역량 함양

▷ 다양한 연주회를 통한 공감과 나눔의 체험으로 전인적 성장 기회 제공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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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3-2-1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 107,221

3-2-2 연주 역량 향상 캠프 14,040

3-2-3 온고지신 음악회 4,700

3-2-4 국악 관현악곡 창작 공모전 5,650

계 131,611



목  표

○ 차별화 된 공연물 제작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소질 개발

○ 연극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소통ㆍ책임ㆍ공감 능력 형성

청소년연극단 운영3-3

▷ 단원선발

    - 정기 오디션, 중2~고3, 20명 

    - 잠재적 재능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겸비한 단원 선발

▷ 정기연습 

    - 5월~11월, 매주(토) 13:00~16:00, 연 30회

청소년연극단 운영

▷ 정기 공연

    - 11월, 대공연장, 3회

    - 연기, 안무, 노래 등 체계적인 교육 및 활동

    - 전문가 및 무대, 음향, 조명 장비 활용

자체 공연 프로그램 제작

▷ 8월~10월 중 공모, 희곡(연극 또는 뮤지컬), 60분 내외, 중ㆍ고등학생 대상

▷ 작품 주제 및 내용

 - 청소년기 꿈과 희망을 주는 내용

 - 청소년의 고민ㆍ진로ㆍ미래에 관한 내용

창작 희곡 공모

3-3 01

3-3 02

3-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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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3.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



▷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 함양

▷ 자체 공연물 제작을 통한 체험하는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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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3-3-1 청소년연극단 운영 1,400

3-3-2 자체 공연프로그램 제작 26,683

3-3-3 창작 희곡 공모 3,200

계 31,283



목  표

○ 음악을 통해 교직원간 소통과 화합, 참여와 협력의 공직문화 조성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예술공감 기반을 조성하고, 봉사와 나눔의 기부문화 실천

교직원예술단 운영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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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선발

    -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 도내 교직원 대상 50명 내외

▷ 음악나눔·사랑나눔 정기연습

    - 파트연습 및 합주연습, 3월~12월 매주(일) 2시간, 연 40회

▷ 음악회 「공감, Feeling」 공연

    - 제 11회 정기연주회: 10월, 1회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소통ㆍ공감 음악회, 수시

    - 농산촌 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수시

    - 나눔 연주회(아동·장애인복지관, 병원 등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수시

▷ 초청연주회

    - 교육기관 각종 연수 및 교육행사 시 지원

교직원오케스트라 운영3-4 01

시책 3.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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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3-4-1 교직원오케스트라 운영 12,450

3-4-2 교육사랑합창단 운영(이관) 6,020

계 18,470

▷ 정기연습 내실화로 연주능력 및 감성적 표현능력 신장

▷ 합창ㆍ합주 경험을 통한 심미적 감성 및 존중과 배려의 미래역량 함양

▷ 다양한 연주회를 통한 공감과 나눔의 체험으로 전인적 성장 기회 제공

기대효과

▷ 단원선발

    -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 도내 교직원 대상 50명 내외

▷ 행복한 소통을 위한 정기연습

    - 파트연습 및 합창연습, 3월~12월 매주(화) 2시간, 연 40회

▷ 단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율기획연수: 합창지도를 위한 발성법, 지휘법, 합창실습 등

    - 합창지도 역량강화 연수: 발성법, 파트연습, 관련 악곡 안무 등

▷ 정기연주회 및 봉사연주회

    - 제 17회 정기연주회, 12월

    - 봉사연주회(지역사회와 연계한 교류 연주 및 재능 나눔 연주기부)

교육사랑합창단 운영(이관)3-4 02



목  표

○ 연극분야 우수 학생 발굴 및 교육으로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

○ 연극영재교육 활동 성과 공유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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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영재교육원 운영3-5

▷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 초5~중2, 3월, 20명(1학급) 선발

▷ 영재교육 활동 운영

    - 체험 중심의 연극 분야 교과 활동 운영

    - 인문·예술 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 외 활동 운영

    - 연 100시간 내외 운영

예술영재교육원(연극) 운영3-5 01

▷ 예술 영재 발굴과 적기교육을 통한 미래 예술 인재 육성

▷ 영재교육 활동을 통한 예술적 창의성 및 공감 능력 함양

기대효과

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3-5-1 예술영재교육원(연극) 운영 43,425

계 43,425

시책 3.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인재 육성



우리 문화 계승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험

시책4

우리말을 꽃 피우는 한글사랑관

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교육박물관

체험활동 중심의 어린이안전체험관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4-1

4-2

4-3

4-4



목  표

○ 한글 관련 역사물 전시로 한글의 문화적 가치 인식 및 올바른 언어습관 형성

○ 연령별 인지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한글사랑 프로그램 운영

○ 한글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즐기는 세대공감 한글사랑큰잔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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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을 꽃 피우는 
한글사랑관4-1

▷ 한글과 관련된 역사물 전시 관람·체험

▷ 한글 관련 유물(수장고 및 전시관) 285점 보유

▷ 전시관 내 한글 게임영상콘텐츠 활용 교육

한글사랑 전시관 운영

▷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한글의 창제목적, 원리 등을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사랑관 관람 및 체험학습

▷ 한글과 관련된 만들기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배우는 체험

▷ 한글관련 인형극 공연으로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감 유도

▷ 한글 창제의 원리(1편), 순 한글동화(2편), 전래동화(2편), 명작동화(1편) 순환공연

▷ 어린이집·유·초·특수학생, 200회 

평일 단체체험학습 운영

▷ 손글씨체 표현활동 및 놀이를 이용한 한글교육을 통해 한글사랑 의식 고취

▷ 초 2~3학년, 25회

신나는 한글체험 마당교실(상설)

▷ 알고 싶은 우리 한글, 한글맞춤법의 이해, 올바른 언어 사용 교육 등

▷ 초 2~5학년, 10회

우리글 바로 알고 쓰기 교실(방학)

4-1 01

4-1 02

4-1 03

4-1 04

시책 4. 우리 문화 계승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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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4-1-1 한글사랑 전시관 운영 1,000

4-1-2 평일 단체체험학습 운영 56,500

4-1-3 신나는 한글체험 마당교실(상설) 2,150

4-1-4 우리글 바로 알고 쓰기 교실(방학) 5,054

4-1-5 한글사랑큰잔치 1차 추경 시 편성 예정0

4-1-6 우리말 연극동아리 학교 지원 10,000

계 74,704

예산운영계획

▷ 소중한 세계 기록 유산인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재조명

▷ 올바른 우리글 애용으로 한글사랑 실천의 생활태도 함양

기대효과

▷ 한글날의 위상을 높여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양한 세대가 함께 되새길 수 

 있는 지역문화행사로 정립

▷ 경연대회(백일장, 한글사랑 그림그리기),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 마련

▷ 한글바로쓰기 대회 초·중·고등학교 학년별(가형, 나형) 문제은행 제공

▷ 초·중·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10월 중

한글사랑큰잔치

▷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우리말과 글을 연극으로 재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 정립

▷ 공연장 무대 경험 및 연습지원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초·중·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2교 공모·선정

우리말 연극동아리 학교 지원4-1 06

4-1 05



목  표

○ 충북 지역 교육유물 수집·보존·전시로 교육박물관의 위상 정립

○ 교육유물 전시를 통한 교육 역사의 중요성 발견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중심 학습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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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교육박물관4-2

▷ 전시품의 정기적인 교체와 유물의 특성을 살린 전시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  

▷ 수장고 격납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존약품 처리

▷ 전시실 전시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습제 교체

▷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유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육유물 전시 및 관리

▷ 우리 지역의 교육 역사 및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 지역의 문화유산과 박물관 전시

    를 연계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 전시 관람, 추억의 교실, 옛날 교복 체험, 관모/도깨비 탈 만들기

▷ 역사학습 인형극 「독도 지킴이 강치 이야기」, 「소년 어사와 도깨비」, 「이순신과 거북선」 관람

▷ 유·초·특수학교, 200회, 4,000명 

교육박물관 단체체험학습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인문·교양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역사 감수성 고양

▷ 박물관에서 만나는 한국사

 - 우리나라 역사의 인물, 사건, 문화유적 등 다양한 주제의 학습 및 토론으로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초3~6학년, 26회, 520명

▷ 박물관에서 만나는 세계사

 -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며, 인물, 사건, 문화유산 등 유물과 유적을 

  직접 보고 만들면서 올바른 역사관 확립 기회 제공

 - 초 3~6학년, 20회, 300명

상설교육프로그램

4-2 01

4-2 02

4-2 03

시책 4. 우리 문화 계승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험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교육 문화예술로 행복한 미래  |  63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 우리나라 교육역사를 주제로 한 전시물 관람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교육박물관의 역할 정립

▷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학습 운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

기대효과

▷ 사고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한 역사관련 교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세계의 박물관 이야기

 - 세계 유명 박물관 소장유물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탐구하는 프로그램

 - 초 3~6학년, 10회, 150명

▷ 4대 궁궐 속에 숨은 우리 역사

 -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에 얽힌 역사와 조선 왕실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프로그램

 - 초 3~6학년, 10회, 150명

방학특별프로그램

▷ 인문·교양 관련 학습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프로그램 운영

 - 충북지역 향토사와 관련한 문화, 인물, 사건에 관한 탐구

 - 초 10교, 3~6학년, 20회, 600명

학교쏙박물관교실4-2 05

4-2 04

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4-2-1 교육유물 전시 및 관리 7,200

4-2-2 교육박물관 단체체험학습 52,700

4-2-3 상설교육프로그램 5,200

4-2-4 방학특별프로그램 2,600

4-2-5 학교쏙박물관교실 3,200

계 70,900



목  표

○ 안전생활 실천을 위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체험과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생활 구현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활안전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유·초등학생 5,900명, 170회

생활안전 단체체험학습

▷ 지역사회와 연계한 가족 참여프로그램 「학부모와 함께 신나는 안전체험교실」

 - 유·초등학생 1~3학년 및 학부모 200명, 10회

방학특별프로그램

▷ 행사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 도내 유·초등학생 대상, 10월

어린이 안전생활 실천 그리기 대회

▷ 안전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 안전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찾아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지원 

 - 유·초등학생 600명, 20회

학교쏙안전체험교실

4-3 01

4-3 02

4-3 03

4-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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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중심의 
어린이안전체험관4-3

시책 4. 우리 문화 계승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험



▷ 내실 있는 안전 체험을 통한 각종 위기상황 대처 능력 신장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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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4-3-1 생활안전 단체체험학습 11,900

4-3-2 방학특별프로그램 1,000

4-3-3 어린이 안전생활 실천 그리기대회 2,220

4-3-4 학교쏙안전체험교실 7,400

계 22,520



목  표

○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로 이용자 편의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설환경개선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

○ 직장교육 및 안전교육 활성화로 직원 역량 강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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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4-4

▷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월 1회

▷ 전기, 가스 안전점검 주 1회

▷ 소방 안전점검 월 1회, 소방시설정밀점검 연 1회

▷ 승강기 안전점검 월 1회

▷ 방역소독 연 6회(특별방역 수시 실시) 

▷ 저수조 위생점검 월 1회, 저수조 청소 연 2회

▷ 기계장비 유지점검 월 1회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점검 연 3회

안전관리 강화로 최적의 시설 운영

▷ 아름다운 실외 환경 조성을 위한 원내 수목 및 화단 수시 관리

▷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정수기·공기청정기 정기 점검 관리 월 1회

▷ 냉·난방기계시설 유지 관리(공조기 필터 교체 및 핀 세척 용역) 연 1회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

4-4 01

4-4 02

시책 4. 우리 문화 계승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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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지속적인 시설유지관리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 전문 외부강사를 활용한 직장교육 및 체험형 연수 실시로 직원 역량 강화

기대효과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연 1회

▷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 1회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 반부패 청렴교육, 연 1회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연 2회

▷ 보안교육, 연 1회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연 1회

▷ 합동소방훈련 연 1회, 자체소방훈련, 연 1회

▷ 재난안전 지진·화재 대피훈련, 연 2회

▷ 직원역량강화연수, 연 1회

직장교육 및 안전교육 활성화로 직원 역량 강화4-4 03

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번호 추 진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비     고

4-4-1 안전관리 강화로 최적의 시설 운영 98,855

4-4-2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 121,631

4-4-3 직장교육 및 안전교육 활성화로 직원 역량 강화 4,280

계 224,766





Ⅵ  2021. 중점사업

1. 체험과 공감으로 함께 즐기는 공연ㆍ전시

2. 상상의 날개를 펴는 예술중점 체험마당



▷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기획 공연 관람으로 예술감수성 함양

▷ 문화소외지역(읍·면 이하) 학생들의 공연 체험 기회 확대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연문화 조성으로 즐거운 학교문화 형성

기본방향

추진과제 실천내용 예산(천원)

400,000기획공연

▷ 다양한 우수 공연 프로그램 선정 및 유치
▷ 뮤지컬, 연극, 발레, 콘서트 등 장르별 콘텐츠 제공
▷ 고전과 현대의 조화로운 콘텐츠 구성으로 공감대 형성
▷ 기간: 3월~12월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 학생과 예술가가 함께 하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 운영
▷ 학생, 교원, 지역작가가 참여하는 기획 전시 운영
▷ 다양한 장르의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간: 3월~12월 
▷ 대상: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기획전시 74,000

▷ 현대적인 감성에 맞는 제2의 교가 제작 
▷ 친일음악가가 만든 교가‘교가 바로 잡기’
▷ ‘우리학교 노래’활용 학교 자체 예술프로그램 운영
▷ 기간: 3월~12월
▷ 대상: 초·중·고 대상 희망학교(3교~5교 선정)

우리학교
노래 만들기

9,000

추진내용

▷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으로 따뜻한 품성과 공감능력을 가진 문화시민 양성

▷ 참여하고 체험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인문학적 감수성 함양

▷ 학생들의 감성 및 수준에 맞는 노래부르기를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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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과 공감으로 
함께 즐기는 공연ㆍ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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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으로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예술 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이동식 독도체험시설을 통해 독도 영토 주권 의식 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기본방향

추진과제 실천내용 예산(천원)

83,760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 맞춤형 문화예술 평일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간: 3월~12월

 - 대상: 초ㆍ중학생 

 - 주제: 흙공예, 가야금, 샌드아트 등 문화예술 영역별 

  체험활동 10강좌 

▷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토요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간: 3월~12월

    - 대상: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 

 - 주제: 흙공예, 짐볼드럼, 웹툰 등 문화예술 영역별

  체험활동 10강좌

23,000

▷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 운영

 - 기간: 4월~12월

 - 대상: 초등학생 

 - 주제: 나만의 독도신문 만들기, 3D영상관, VR체험 등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도체험버스 운영

 - 일자: 10월 9일(한글날) 

 - 대상: 학생 및 학부모 

 - 주제: 나만의 독도신문 만들기, 3D영상관, VR체험 등

찾아가는 
독도체험버스

프로그램
59,200

추진내용

▷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미래인재 육성

▷ 체험중심 독도 교육으로 독도 영토 주권 의식 확산 및 세계시민 구현

기대효과

02
중점

상상의 날개를 펴는
예술중점 체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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