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 기준

<2016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총 65건(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8, 제안사항 36)중,
- 처리완료 61건, 추진중 4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노석초 개교) 관련
소관부서 : 행정과

담당자 : 행정7급 김영호

확인자 : 사무관 박승묵

○ 노석초(현 천안한들초) 개교가 2016. 9월에서 2017. 9월로 연기 된
이유와 개교 전까지의 3개 학교 공동학구 지정에 따른 환서초
과밀학급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해소 노력 필요
◇ 제안사항 - 천안교육지원청(처리완료

)

□현 황

○ 가칭 천안노석초(현 천안한들초) 설립 개요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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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백만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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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용지

건축

용지

건축

신설
사유

백석동 346-1

40
(특1,유3)

1,146

14,343

12,604

18,480

21,693

환서초
분리

○ 백석동 3개교 공동 통학구역 조정(2016.11.29.)

□ 조치내용

○ 가칭 천안노석초(현 천안한들초) 개교 지연 사유
- 2014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설립이 확정되어
2016년 9월 개교를 추진하였으나, 대지주의 토지매각 불응
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지연되어 2017년 9월로 연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변경하여 학교용지 확보,
교사 신축공사 완료 ☞ 2017. 09. 21. 개교(18학급)
○ 환서초 교육환경 개선 추진
- 2016년 화장실 청소용역비 5,200천원 추가 지원
- 급식실 앞 방풍시설(냉난방 포함) 설치로 배식 여건 개선
- 2017년 여자화장실 2, 3층 증축 공사 완료(2017. 10)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체육경비 보조금)
소관부서 : 체육인성건강과

담당자 : 행정7급 전상호

확인자 : 장학관 박종덕

○ 자치단체와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체육경비 보조금 확보
방안 마련
◇ 제안사항 - 천안교육지원청(처리완료

)

□현 황

○ 2016년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체육경비 보조금 50,000천원
○ 보조금은 천안시체육회를 통하여 교육청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초·중학교 운동부의 훈련비 및 운영비 지원에 사용
○ 천안시에서 천안시체육회를 통하여 체육 꿈나무 육성 예산
200,000천원을 학교 및 가맹단체에 지원하고 있음
○ 체육회 지도자 13명을 308,000천원의 예산으로 채용하여 학교
운동부 운영교에 배치하고 있음

□ 조치내용

○ 2017년 천안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되던 초·중학교 운동부 육성
보조금이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경비(307-02)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8)으로 전환되어 향후 직접 증액 협의 발판 마련
○ 천안시체육회 사업비의 수영 꿈나무 강화훈련비 10,000천원 증액
○ 2017학년도 4월 철인3종 운동선수단 창단에 따른 창단지원금 지원
(지원단체: 대한 철인3종 협회,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 향후 추진 계획

○ 천안시청과 지속적인 협의 통해 『우수선수 꿈나무 육성』체육
경비 보조금이 증액 될 수 있도록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