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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민복지과

1. 노인복지

가. 기본 황

   2006년 12월말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5,718명으로 체인구 390,044명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0.9% 내외로 지속 증가될 것으로 상되어 노인분야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발 에 기여해 온 노인들이 존경받으며 건 한 여가생활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으며, 특

히 여가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2006년 실

 1) 경로연  지

    65세 이상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  1933. 7. 1. 이  출생의 소득 노인을 

상으로 매월 경로연 을 지 하고 있으며, 국민기 생활수 권자  65세~79세는 매

월 45,000원, 80세 이상은 매월 50,000원을, 소득노인 액 지 자는 매월 35,000원

을, 감액 지 자는 매월 30,630원을 지 하여 연간 1,235,844천원을 지원하 다.

 2) 경로교통수당 지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경로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지 하되 분기 첫달에 해당 

액을 신청 상자 통장계좌로 온라인 입 하여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

록 연간 3,658,202천원의 교통비를 지원하 다. 

 3) 노인건강진단 실시

    내거주 65세이상 국민기 생활보장수 상자 60명을 상으로 2006년 7월 1일

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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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로의 달 행사 실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여 각 경로당별 계획에 의거 경로잔치를 개최함으로

써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복지증진 기여자를 선발하여 표창하 다.

    개최내역

     - 일 시 : 2006. 10. 1. ~  10. 31.

     - 장 소 : 각 경로당별 200천원 자체계획에 의거 노인잔치 시행

     - 내 용 : 경로당 120개소 24,600천원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

 5) 노인 일자리 지원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극 추진한 결

과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외 15개의 일자리 사업 등 다각 인 노인일자리 창출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노인인력 리센터를 설립 운 하여 보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 황

일자리 사업명 일자리수 일자리 사업명 일자리수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180 노인교통안 사단 15

실버유아보조강사 25 행복나눔주례단 20

통문화지도사 견 10 은빛공동작업장 20

노인지도사 견 9 공동작업장 운 10

노노 어(남동노인복지센터) 20 행복일터(공동작업) 10

노노 어(남동노인복지센터) 20 은빛공연단 운 10

실버장애인도우미 10 공원녹지 경로당 탁사업 31개 경로당

노인학 지킴이 15 체육시설청소 탁 리사업 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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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7년 신규사업

 1) 노노 어 사업

    노노 어 사업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기존에 실시하던 노노 어 사업

을  17개동에 확 하여 노인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독거노인과 거동불편한 노인

을 돌 으로써 노인복지 수 을 향상시킴

 2) 독거노인 도우미 견사업

    독거노인에게 신체건강한 도우미를 견하여 안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독거노인에 한 사회 안 망을 구축함

 3) 장수수당 지원

    인천시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만 90세, 만 95세, 만 100세 이상인 자(5년 

단 )에게 연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생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달 30일에 수당을 

지원함

 4) 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

    부담능력이 부족한 차상 계층 증 노인의 노인복지시설 실비 입소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가족의 사회 경제  활동 기반 조성함.

2. 여성정책

가. 기본방향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사회참여 기회를 확 하여 여성의 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건 사회 조성을 한 여성의 역할 증   요보호 여성발생 방  복지증진

으로 건강한 가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나. 2006 주요추진 성과

 1) 여성의 능력개발  역할 강화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응능력을 배

양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 코자 내 일반여성, 여성단체 회원 등 5,51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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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각종 교육(「 통과 의 조화, 바른동(童)이 키우기」부모교실, 부모자녀

화법  자녀진로지도 교실, 청소년을 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가족과 함께 보는 

아동극 공연)을 실시하 고, 건 가요노래교실, 여성주간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건

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차 증 하는 여성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여성

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 다.

   

【가족과 함께 보는 아동극 공연】      【자녀지도교실-바른동(童)이 키우기 부모교실】

 2)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가) 여성상담사업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문제 해결을 해 노력하며, 구성원의 해체를 미연

에 방지하고 요보호여성(미혼모, 소득층 여성, 모자가정, 여성폭력피해 여성 등) 

 일반여성을 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의 해결에 극 

응코자 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7개소를 운 하고 있으며, 13개 동사무소에 

「행복한 가정만들기」상담원을 배치하여 소외계층 주의 가정방문 상담활동을 실

시 기가정을 조기 발굴하고 복지사각지 를 해소하는데 기여하 다.

   ○ 상담실

상담건수
조    치    실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  지원 의료지원 시설연계 기   타

3,342건 2,067 454 310 89 422

  나) 요보호여성 발생 방  성 피해 방교육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성지식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성 가치  확립  인격형성을 도모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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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 ․고등학생 2,847명을 상으로 미혼모 발생 방  성폭력 방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청소년들의 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사회교육  에서 매년 학

교를 심으로 상호 연계하여 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3) 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지원사업

    배우자와 사별, 이혼, 가출 는 유기된 여성(남성)이 18세(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시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고등학생에게 학자 을 지원(295,618천원)하 고, 6세 이하의 아동 190명에게 

95,271천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 으며, 등학생 318명에게 학용품비 50,919천원 

지원, 485명의 ․고생에게 250,814천원의 학습비  교통비를 지원하 으며, 모부

자가정 652세 에 78,240천원의 월동용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 다. 자립자활을 도모

하기 하여 구임 아 트 추천, 직업훈련 추천, 결연  후원사업 등을 추진하

다.

 4)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내 13개 여성단체장으로 구성된 여성단체 의회를 주축으로 각 여성단체별로 

소년소녀가정 반찬  김장지원, 어려운 청소년을 한 일일문화캠 운 , 경로잔

치 개최 등으로 특색사업과 사활동을 추진하 으며, 단체 간 력과 유 계를 

돈독히 하고 여성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여성단체 워크샵을 실시하여 지

역사회에서의 여성단체 역할 정립  활성화를 도모하 다. 앞으로도 단체별로 특색 

있고 문 인 사업 발굴 유도로 지속 이고 효율 인 사업 개를 유도해 나갈 방침

이다.

   ○ 여성단체 황                                               

단   체   명 회원수 단   체   명 회원수

계 2,194명

(구)소래포구상인번 회 100명 새마을부녀회 500명

녹색 어머니회 20명 자유총연맹여성회 630명

한민국재향군인여성회 209명 국주부교실 100명

한어머니회 55명 주부환경연합 28명

한주부클럽 20명 한국 부인회 19명

미 용 사 회 290명 한국통일여성회 73명

바르게살기 의회여성분과 원회 150명



제2  주민복지과  259

다. 2007 주요추진 계획

 1) 여성의 지 향상  사회참여 확  지원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사

회참여의 기회를 확 하고자 내 여성을 상으로 자녀지도교실  건 가요노래

교실, 여성주간문화행사 등을 지속 으로 운 할 계획이며, 내 여성단체장으로 구

성된 여성단체 의회를 주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단체의 역할 정립  활성화

를 도모하기 해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각 단체별 특색 있고 문 인 사업발굴로 

지속 이고 효율 인 사업 개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 건강한 가정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구 하기 해 가정의 달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을 공연할 계획이며 각 동사무소에 행복한 가정만들

기 상담원을 확  배치하여 19명의 상담원이 각종 가정문제 상담을 통해 건강한 가

정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한 내 ․ ․고등학생  학부모를 상

으로 올바른 성지식을 인식시키고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 사회 

변의 성차별  의식과 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2)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인권보호 강화

  가) 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지원사업

    나날이 증가하는 소득 한부모 가정에 한 자립기반 조성  생활안정을 하여 

만 6세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씩 지 하고, 고교생에게는 자녀학자

을지원, 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를 분기별 4만원씩 지 , ․고등학생에게는 학

습비  교통비를 분기 13만원 지 하고, 신입 고생에게는 교복비를 반기별 10만원 

지 할 것이며, 매년 말 월동 책비(25세 ) 250,000원, 난방연료비( 세 ) 120,000

원을 지 할 것이다.

    한 한부모 가정 돌보미 견사업을 실시하여 한부모 가정의 정신 ․육체  부

담을 경감시켜 세 주의 안정 인 사회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나) 여성상담사업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며 

요보호여성(미혼모, 소득층 여성, 모자가정, 여성폭력피해 여성 등)  일반여성을 

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의 해결에 극 응코자 내 가

정폭력․성폭력상담소 7개소를 운 하고, 17개 동사무소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확  배치하여 소외계층 주의 가정방문 상담활동을 실시 기가정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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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굴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등 정서 으로 건강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힘

쓸 것이다.

  다) 요보호 여성 지원  양성평등교육

    청소년들에게 바르고 건 한 성지식  양성평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성지식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양성평등 가치  확립  인격형성에 기여하여 정

서 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내 ․ ․고등학생을 

상으로 성폭력 방교육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소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해 심리치료 로그램, 여가문화 기회제공, 문성 함양 로그

램 등으로 구성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로그램을 운 하여 건 한 사회 통합을 

해 힘쓸 것이다.

3.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가. 소득아동 건 육성 지원

   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 한 놀이와 오락의 제

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 육성을 하여 종합 인 아동복지 서비

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며, 실질 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에 하여 생활 보호를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 한 사회인으

로의 육성을 도모하는 등의 지원을 지속 으로 펼쳐 아동이 미래사회 주역으로서 건

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나. 주요 추진성과

 1) 아동 식지원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 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

병․가출  직업  특성, 아동 학 , 방임, 유기, 부양기피  거부,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 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

다 해도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평일, 방학, 

토요일, 공휴일에 일반음식   식소를 이용하여 2,380명에 해 식비 

1,256,390천원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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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아동센터 운 지원

    아동의 권리보호, 가족의 욕구 악  사례 리, 소규모 가정행태의 이용시설로 정

서 , 심리  안정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교육과 

복지의 통합  근을 하기 해 제공되는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에 한 운 비를 

24개소 시설  10개소에 228,000천원을 지원하 고 학습교구비로 30,000천원을 지원

하 다.

 3) 소년소녀가정지원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감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 로서 

만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 인 가장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 에 

하여 생활보호를 해 으로써 가정 내에서 생활유지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

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고 있다.

   (가) 2006. 12. 31 재 소년소녀가정 세  황 : 94세  124명

   (나) 소년소녀가정세  지원실

     소년소녀가정세  지원 방법은 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주․부식비, 연료비  수

업료 액 지원, 재학생에 한 학용품비, 교통비 지원,  세 원에 한 피복비, 

양 식비 지원 등의 법정지원방법과, 월세 거주 세 에 한 세  지원 추천 

 공직자, 기업체 임직원, 종교단체  사회단체등과 결연을 추진하여 정신 , 물

질  지원을 통한 후원자 지원 등이 있다.

     2006년도의 94세  124명에 한 총 지원액은 190,875천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세

보호비로 96,880천원이 지원되었고, 학입학   사회 응 자립지원은 33,024

천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세 의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하 으며, 

하계수련회비  수학여행비 9,120천원  학원비 9,940천원을 지원하고 사회 각층

의 정성어린 선물 등을 달하여 건 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

하 다.

다. 2007년 주요 추진계획  

 1) 아동 식지원

    평일, 방학, 토요일, 공휴일에 일반음식   식소를 이용하여 2007년 2월말기  

4,188명에게 지원하 으며, 2007년 결식아동 식지원 실태 수조사를 통해 재의 

결식아동 식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체계 인 상자를 선정하고, 상․하반기 2회 

정도 식을 하고 있는 아동에게 모니터링을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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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아동센터 운 지원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 한 보호  식지원으로 결식의 방으

로 소득 아동의 지역내 보호개념을 실 하고, 아동의 학습능력제고등의 교육  

기능수행과 아동의 심리․정서  안정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로 인한 정서  

지원과 문화 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해 문화체험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을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지역사회 자원확보, 발굴  지원강화, 지

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한 사  방  기능  사후 연계를 하는 지역사회연계를 

하고자 할 정이며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한 운 비가 21개소 504,000천원으로 

확  지원할 정이다.

 3)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해체 상이 빈번해지면서 요보호아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소년소녀가정에 

해서는 꾸 한 심과 지속 인 지원이 필요하며 올해는 사회 응자립 이 지난해 

500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증가했으며, 요보호아동의 미래 비를 한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의 신설로 소년소녀가정아동들의 자립 형성에 도움을  수 있는 사

업을 실시하는 등 아동에 해 지원을 확 할 정이다.

라. ․유아 보육시설 운

   우리 구 내에서 운 인 보육시설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8개소이며, 민간보육

시설 113개소로 직장보육시설 3개소, 가정보육시설 72개소로 2006년도 말 재 206개

소가 운  에 있고,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 과 쾌 한 보육환경 조성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하여 15,210,207천원의 운 비를 지원하 다.

 1) 보육시설 운 보조  지원내역

(단 : 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시비보조 구비보조 비 고

총      계 15,210,207 6,419,174 4,288,287 4,502,746

시설별지원 5,819,431 1,948,509 1,828.231 2,042,691

아동별지원 9,390,776 4,470,665 2,460,056 2,460,055

    운 비보조  지원 , 시설별 지원은 공립  종교기 부설, 보육시설(장애아 

 아 담) 18개 시설 종사자  민간시설 아반 종사자에 한 인건비, 교

재 교구비, 차량운 비 지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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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별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층 아동, 장애아, 셋째이상 자녀 등에 

한 지원으로 총 5,410명에 한 지원 액임. 

 2) 국․공립  비 리법인(정부법인)보육시설 황  

연번 시  설  명 주    소 정원 화번호 면 (㎡) 비고

1 만월 어린이집 만수2동 5-377 143 466-0391 497.8

2 남동 어린이집 간석3동 224-462 99 421-3377 397.1

3 고잔 어린이집 고잔동 178-5 148 442-0550 700.2

4 씨튼 어린이집 만수6동 1007 20 472-5004 227.6
장애

담

5 개나리 어린이집 만수4동 주공@ 216-102 14 465-2296 88.8

6 늘푸른 어린이집 만수1동 1029-3 49 463-6637 272.8

7 달 롱 어린이집 논 동 600-1 주공 12단지
리동

31 446-5242 145.3

8 돌고래 어린이집
논 동 599-1 주공 14단지

리동 41 428-8411 177.2

9 남부 어린이집 구월1동 1232 126 463-8386 102.5

10 목민 어린이집 만수2동 867-9 148 462-3795 518.2

11 만수 어린이집 만수1동 1005 95 463-8167 162.2

12 근로복지공단
남동어린이집 서창동 48블럭 6-9롯트 163 465-5885 1,040.6

13 남 어린이집 남 동 308-4 52 468-9850 198.0

14 성산어린이집 구월3동 1377-1,2,3 135 437-9004 491.3

15 성산베데스다
어린이집 구월3동 1377-4 39 435-0036 443.0 장애

담

16 만수색동어린이집 만수1동 974-13 24 469-2255 97.7
아
담

17 인하어린이집 만수4동 85-3 36 462-2255 192.9 〃

18 아이랑어린이집 만수5동 882-3 48 466-2389 247.1 〃

 

4. 청소년 문화육성 

가. 목표  기본방침

   청소년이「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주체 인 삶을 하도록 스스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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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활동하는 21세기 내일의 주역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

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건 하며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욕구를 극 수용하고 놀이공간을 지원하여 일상에서 벗어

나 청소년의 건 한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한 다양한 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발 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 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청소년 

보호의 국민  참여분 기 확산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극 으로 그들을 

보호함으로서 건 한 사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 주요 추진실

 1) 청소년 건 육성

    청소년들에게 마음 놓고 지역사회와 자연속에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려운 청소년 겨울천문 캠

(‘06. 2. 23 ~ 2. 24), 청소년 스․가요제 & 그림그리기 회(’06. 6.10), 청소년 포

츠체험캠 (‘06. 8. 16 ~ 8. 17), 청소년 길거리 농구 회(‘06. 10. 14), 청소년 문학캠

(’06. 11. 30 ~ 12. 1),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여 청소년 건  문화 형성에 기여하 다.

 2) 청소년 보호 로그램 운   시설 지원

    도심 내 청소년 나름의 재능과 자질계발을 한 “발산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  

부 응 등 고민 해결을 한 청소년 자유이용시설로 청소년 새샘터와 사이버상담실

(만수2동 5-317), 남동청소년의 집(구월4동 349-826/청소년공부방 운 )을 설치하여 

계속 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첨단체육시설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심신단련과 생활체

육 정착을 한 체력단련기구(온몸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10종)를 만수동 

1069번지 상에 설치했으며, 주민정서는 물론 청소년 정서에 직․간 으로 향을 

주는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 한 사회질서 확립을 해 청소년지도

원을 하여 연말연시 청소년 보호캠페인 개 등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한 청소년 보호운동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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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겨울천문 체험 캠 】

    

【연말연시 청소년보호 캠페인】

다. 2007 주요 추진계획

 1) 청소년 건 로그램 운

    지난해 개최  지원했던 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보다 



266  제3장 복지행정

세심히 반 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극 개발함으로서 청소년의 자율 인 참여를 

늘이는 한편, 생활환경이 열악한 소득층 청소년을 상으로 체력단련  건 한 

정서함양을 한 청소년 포츠 체험캠 와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 운 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 한 청소년 문화정착

을 유도하고, 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청소

년에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지원과 심을 아끼지 않는 등 청소년문화를 선도해 나아갈 선진 지방자치단

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5. 교육복지 확충

가. 교육경비보조  지원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학교 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사회를

한 교육과정의 운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

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연수

경비  교재․교구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

업을 지원하 다.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  지원 실 ≫

(단  : 학교수/천원)

년 도 계 사립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비고

2006 700,000 34/102,000 7/225,000 9/275,000 3/98,000

나. 2007 추진계획

 1) 교육환경 개선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  산액 : 1,000,000천원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  지원 계획 : 36개 사립유치원, ․ ․고 57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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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 문화교실 운

    남동공단내 외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지역평생교육센터[북부도서 ]와 연계하여 

한 교육과 한국 통문화 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우리 사회로부터 소

외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 없이 생

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 지역주민이 외국

인근로자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

인 문화교실 운 』은 소외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한국생활의 응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