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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01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공공요금 지원  

: 1.5억원, 81개소(민간 36, 가정 45) 

 유치원 무상급식비 확대 : 13.4억원, 2,200명

 초·중·고3 무상급식 지원 : 30억원, 11,200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64.6억원(300천원/인 이내)

-‘19년 2,208명 / ‘20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 1억원, 관내 22개교 

- 학습준비물 : ‘19년 5,284명 / ‘20년 6,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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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인재양성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기숙사 운영비 지원 

- 대  상 :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김천여고,중앙고)

※ ‘20년 기존 공립고 기숙사 2개교  

       ⇒ 전체 학교 확대(9개교)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사업 지원(관내 관내 초·중·고)

 주요 기타 사업 및 대응 투자 지원

 서울학사, 홍제동 행복기숙사 등 향토생활관 입소 지원 

 : 7개소, 230명

 지역 메이커 양성 무한상상실 운영 : 1.2억원   

* 2019년 참여자 : 24,467명

지역 인재육성02

 진로적성 체험센터 운영 : 0.9억원, 1,000명 수혜

 우수 꿈나무 발굴을 위한 창의인재 교육지원 : 1.1억원, 10개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 : 5.36억원, 6학년 추가예정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혜택 : 256명 수혜 예정 

* 2019.12.기준 조성현황 : 212억원 

- 진학, 성적, 특기, 행복나눔장학금

 교육경비 지원 확대 : 35억원 → 40억원

 학력향상 사업 지원

- 사업 신청 및 교부(1~2월)

- 대  상 : 관내 초·중·고 

- 내  용 : 학습능력향상사업, 방과후학교 운영 등 

 전입 고등·대학생 주거비 지원 : 6억원, 30만원/학기

 읍면동 주민참여 인구증가 기여도 및 실적에 따른  

상사업비 지급(예산액 : 100백만원)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8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자녀가정 지원 

- 3자녀 이상 상하수도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인구감소 대응03

 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지원 : 2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55억원

 산모·아기돌봄사업 : 16억원

저출산 · 고령화 대응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