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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그동안 추진실적

(2018.~2021.6.)

❍ 마을-학교-시청-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

  -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기획(교육청) ‣ 마을 자원 발굴

‧양성‧관리(시청‧진로센터) ‣ 체험프로그램 제공(마

을) ‣ 학생참여(학교) 연계‧상생하는 협력체계 구축

  - ‘진로교육 길잡이’팀 구성 및 상시 소통 활성화

❍ 지역 연계 체험콘텐츠 운영으로 모범사례 선정

  - 전국 최초 학부모 인증「자신맘만 고양 -체험처」

운영 2018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1위

  -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교육부,2018.4.17./경기도,2018.5.31.)

❍ 원클릭 자유학년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원클릭ㆍ원스톱 ‘진로체험 패키지’ 프로그램 기획ㆍ확정

  - 55개 프로그램, 39개중학교, 8,668명 참여 신청ㆍ접수

❍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 개최

  - 관내 40개 중학교, 자유학년제 약7,000명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 박람회 운영 

❍ 학교밖 청소년(대안학교) 진로콘서트 개최

- 3개 대안학교 협의체 공동 기획, 학생 300명 참여

❍ 관내 소상공인 23개기관 -진로센터 네트워크

업무협약

- 고양시 관내 자유학년 대상 지역별 특화 진로체험 위

한 3자 업무협약 체결

※ 고양형 비대면 진로수업 패키지(4종) : K-바이오산

업분야(동국대학교 참사람사회공헌센터), 스마트시

티분야(고양스마트시티지원센터), 화훼분야((재)고양

국제꽃박람회),방송영상분야(MBC ART)와 협업으로 

개발완료



❏ 시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 회)

 공약 관련 회의 설명회, 민생탐방 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7 8 3 10 6

ex) 사업설명회 개최, 전문가 및 단체 자문회의 개최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하반기 추진실적

(2021.7.~12. 실적) 

❍ 코로나19에 따른 각 사업별 대응방안 지속 발굴 

및 연구  

  - (물적자원)마을 체험처 발굴 272개소 및 안전 점검 완료

  - (인적자원)직업인 및 대학생 멘토단, 학부모 지원단,

           진로진학단 발굴․양성 459명 

  -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4회)

  - 소상공인 진로체험처 16개소,  41회 체험 운영(190명)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대면 행사 증가   

  - 직업인멘토단, 대학생멘토단(현장→온라인) 멘토링 실시

  -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 하반기 중간 평가회 개최 

  -체험처 위주의 사업 진행에서 온라인에 적합한 

사업방식 지속 발굴 및 사업운영 전환 

❍ 마을·지역 기반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및 모니터링

❍ 경기도 교육청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 멘

토링 사업 시범 센터 선정 

❍ 고양시 찾아가는 미니박람회 개최 

  - 2021. 9. 9.(목) ~ 11. 30.(화) ※34개교 실시 

(대면-비대면 온라인 형식 개최)

❍ ‘2021 진로교육 콘퍼런스’개최 예정. 

 

2022년

상반기 추진계획

(향후 추진 계획)

❍ 지속가능한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관내 체험

처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현장체험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진로체험이 병행 가능하

도록 2021년 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안내 

❍ 인프라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지속 

발굴·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2022년 체험처 발굴 목표 수 273명 / 인적자원 396명)



❏ 연도별 투자계획(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5,735 507 491 1,569 1,579 1,589

자유학년제 
지원

국비

도비

시비 5,515 463 447 1,525 1,535 1,545

교육청 220 44 44 44 44 44

❏ 연도별 확보(집행)액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4,384

(4,384)
507

(507)
491

(491)
1.569

(1,569)
1,817

자유학년제 
지원

국비

도비

시비 4,,038
(4,038)

463
(463)

447
(447)

1,525
(1,525)

1,603

기타
346

(346)
44

(44)
44

(44)
44

(44)
214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 지역별 격차 및 학교급 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필요

    - 지역 진로체험처의 다양성 확보, 체험처 프로그램 강사 및 콘텐츠 관리의 한계가 있음

    - 대부분의 자유학년제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이 체험처(물적자원) 방문 및 인력풀

(인적자원) 학교방문, 네트워크 활동인 점에 따라 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진행 어려움

이 있음.   

❍ 개선대책

    -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온마을 체험버스’를 재 운영하며, 학교급별 진로교사 

연수․진로교육 길잡이팀 운영하여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 학부모 지원단 추가 선발․양성으로 심화 모니터링단 구성 후 체험처 전수조사․  
컨설팅 실시 및 ‘학생–교사–체험처’ 간의 소통 중재자 및 모니터링 역할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