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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명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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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홍성군

사업기간 2022 ~ 2026 추진구분 임기중 완료

사업구분 계속사업 소요사업비 3,394백만원

□ 사업의 필요성
❍ 군민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평생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확산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홍성군민
❍ 사 업 비 : 3,394백만원(국 148, 도 176, 군 3,070)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내용 : 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 확대(참여율 제고)

구  분 중 점 추 진
홍성군

평생학습센터
- 은퇴자 및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군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신규 학습자 발굴 및 참여 만족도 제고

신도시
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관으로 개관(2023년)
- 평생학습카페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프로그램 확대

읍․면 
평생학습센터

-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전 읍면 평생학습센터 조성)

❍ 연도별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임   기   내 임기후소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7,275 3,081 3,394 544 600 700 750 800 800

국 비 295 117 148 28 30 30 30 30 30
도 비 432 226 176 56 30 30 30 30 30
군 비 6,548 2,738 3,070 460 540 640 690 740 740



□ 추진방향 (경위)
❍ 기존 프로그램 분석, 전문가 자문, 벤치마킹, 지역 의제 조사 등을 

통하여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조사ž분석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내 인적·물적자원 발굴(활용)하여 폭넓은 평생학습 운영 

□ 추진계획

연도별
주요 사업내용 진행율

(%)평생학습 참여율 읍면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카페
2022년 3% 4개소 20개소 20%

2023년 3.5% 11개소 24개소 40%

2024년 4% 11개소 28개소 65%

2025년 4.5% 11개소 32개소 90%

2026년 5% 11개소 35개소 100%

※ 평생학습 참여율 =자치단체 인구 수
평생학습관 이용자 수 ✕100

□ 문제점 및 발전적 방향(대책)
❍ 한국폴리텍대 홍성캠퍼스 학과 시설 및 건물 증·개축에 따른 

홍성군 평생학습센터 이전 불가피하여 2023. 6월 홍성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로 이전 추진 

 ❍ 평생학습관 조성(홍성읍, 홍북읍), 읍면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
카페 지정·운영 확대에 따른 운영인력 확보 필요함

□ 기대효과
 ❍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 군민의 삶・일・쉼의 공간인 근린 생활권 내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하여 군민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문화 확산
❍ 2025년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저비용 장수사회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