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꿈의학교 모집 공고문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 2020-1호

2020 경기꿈의학교 모집 공고
2020년 1월 3일

경기도교육감
1. 공모유형 및 신청대상
가. 공모유형
❶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000교)
❷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000교)
❸ 다함께 꿈의학교 (000교)
나. 신청대상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경기도 초·중·고 학생
·학교밖 청소년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개인
·비영리 단체나 법인

다함께
꿈의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
관과 출연기관(하부기관 포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자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신청하는 개인, 비영리단체(법인)은 1교 신청만
가능하며 다른 유형의 꿈의학교 중복 신청 불가함
◦ 꿈의학교는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바, 교원의 꿈의학교 참여 지양함
2. 지원범위
구 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기준액

3백만원

2천만원 내외 ★ 일반공모 (기준액 이내)
★ 특별공모(기준액 이상)

5백만원

※ 찾아가는 꿈의학교 특별공모는 1년 이상 운영교가 신청 가능하며 교육과정,
강사 인력, 학생수, 운영시간 등 기준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신청 가능
또한, 특별공모의 경우 지역별로 선정된 찾아가는 꿈의학교 수의 10% 이내로
운영교 수를 제한하며, 교육지원청 심사 후 도교육청 추가 심사를 실시함

* 특별공모로 신청한 경우라도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반공모로 전환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추진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경기꿈의학교당 지원금액은 교육과정과 학생수, 운영시간 등을 기준으로 경
기꿈의학교(지역)운영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추진기간: 2020년 3월 ~ 2020년 12월
4. 경기꿈의학교 사업설명회
차수

일시

장소

지역

1차

2020.1.7.(화) 10:00~12:00

신한대학교 벧엘관 대강당

의정부

2차

2020.1.7.(화) 15:00~17:00

한국만화박물관 만화영화상영관

부천

3차

2020.1.9.(목) 10:00~12:00

한솔고등학교 체육관

성남

4차

2020.1.9.(목) 15:00~17:00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

수원

가. 설명회 참여 온라인 신청: QR코드 이용
나. 내용: 경기꿈의학교 운영 사례, 지원계획, 신청방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5. 신청서류
구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제 공
통
출 제
출
서
류

해
당
자
만

❶꿈의학교 온라인
신청서(양식1)

-

다함께 꿈의학교

❶ 꿈의학교 신청서(양식2)
❷ 꿈의학교 운영계획서(양식3)
❸ 사업비 집행계획서(양식4)
❹ 개인, 비영리단체(법인), 기관(시설) 소개서(양식5)
❺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양식6)
❻ 고유번호증 1부

❻ 고유번호증
또는 기관등록증 1부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증빙서류는 2차 면접시 반드시 인편 제출함
※ 경기도교육청 및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탑재 양식 활용

6.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2020.1.10.(금)~1.21.(화) 17:00 마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신청: 2019.12.16.~2020.1.22.(수) 17:00 마감
나. 접수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7. 심사 ․ 선정 방법
가. 심사기간: 2020.1.28.(화) ~ 2.12.(수) (예정)
나. 심사방법(세부 추진 계획은 별도 심사 계획에 의거 추진함)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생이 찾아가는

다함께

꿈의학교

꿈의학교

꿈의학교

·1차 계획서 심사

·1차 계획서 심사

·1차 계획서 심사

·2차 면접 심사

·2차 면접 심사
·3차 현장방문 심사

8. 선정 방향 및 기준
가. 선정 방향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 학생 스스로 기획 및 운영 가능성, 꿈의학교
운영의 의지와 열정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 신규운영자는 꿈의학교 철학과 가치를 중심으로,
기존운영자는 전년도 프로그램 평가 및 지속발전가능성 중심으로 심사함
◦ 다함께 꿈의학교는 1차 심사 후,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함
◦ 학생꿈조사를 반영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마을과 연계한 학생 중심 프로
그램 운영 및 성과 환류 가능성
(학생꿈조사 상위 11개 분야: 스포츠, 과학, 요리, 미술, 인문·사회, 영상·영화,
음악, 창업, 생태, 뮤지컬·연극, 진로 등)
◦ 학생꿈조사를 반영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당 꿈조사
분야별 1교 이상 선정함
◦ 공공성, 연대와 협력, 공동체의 가치 추구 및 실천가능성

나. 선정 기준(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1차 심사: 서류심사
❍
❍
❍
❍

프로그램 적정성(30)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20)
실현가능성(30)
지속발전가능성(20)

2차 심사: 면접심사
❍
❍
❍
❍

철학적 가치와 방향성(20)
운영 적절성(30)
실현가능성(30)
지속발전가능성(20)

9. 결과 통보
가. 시기: 2020. 3월 중
나. 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10.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약정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3월)
나.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필수 사용
다. 2020년부터 꿈의학교별 지방보조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며,
차년도 선정시 평가 결과를 반영함
라.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평가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마. 신규 꿈의학교 운영자는 사업기간 중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원격연수
(http://www.경기마을교육공동체.com)를 이수하고 사업 정산서 제출시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최종 선정된 꿈의학교는 지역별 모임(쇼미더스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구분

꿈의학교 지역별 모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쇼미더스쿨 (워크숍)

일시

2020.3.9.(월)~3.13.(금) 중 예정

2020년 4월~5월 중 예정

대상

운영자 및 꿈지기 1명

꿈짱 및 꿈지기

다. 공모 제출 서류 허위사실 기재 및 예산 과다 책정,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심사과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라. 꿈의학교 컨설팅(사업비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꿈의학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마. 공모사업 관련 자료 및 공지 :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공지사항
지역

문의처

지역

문의처

지역

문의처

가평
고양
광명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김포
동두천양주
부천
경기도교육청
만들어가는꿈의학교

031-580-5182
031-900-2938
02-2610-1403
031-280-7231
031-550-6162
031-390-1127
031-980-1245
031-860-4386
032-620-0286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과천
양평
여주
연천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꿈의학교

031-780-2528
031-250-1383
031-488-2406
031-412-4562
031-678-5236
031-380-7277
031-770-5282
031-880-2351
031-839-0213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화성
오산

031-8020-9261
031-820-0068
031-639-5639
031-940-7222
031-650-1253
031-539-0163
031-371-0667
031-371-0673

경기도교육청
다함께꿈의학교

031-820-0903

031-820-0903

031-82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