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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성남시민학교 운영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단기 - 명 242명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온라인평생교육팀장 임선영, 담당 신동렬 ☎ 729-4973

협조부서 - -

협력체계 가천대, 동서울대, 을지대, 신구대 평생교육원, 한국사회교육복지회, 한컴아카데미, 유앤아이드론, 
성남산업진흥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등

시민참여 제3섹터 시민되기 워크숍

□ 정책목표

·새로운 정책 지원 대상 및 학습자원 발굴을 통한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신중년 세대의 적극적인 노후 대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 기회 제공

□ 개    요
❍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평생학습도시 성남 제2차 중장기발전계획(2017. 12월)
  ❍ 사업대상 : 만 50세 ~ 만 64세, 성남시민 
  ❍ 사업장소 : 관내 대학캠퍼스 또는 평생교육기관 강의실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성남시민학교 기본계획 수립

2019년 상·하반기 ∘시민학교 추진계획 및 운영

2020년 상·하반기 ∘시민학교 운영

2021년 1·2기 ∘시민학교 운영

2022년 성남시민학교 운영 ∘시민학교 운영

2023년 이후 상·하반기 ∘시민학교 운영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690 - 330 - 60 90 90 90 360

도비 207 - 99 - 18 27 27 27 108

시비 483 - 231 - 42 63 63 63 252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수립 9월 기본계획 수립 100

2019년 시민학교 운영 90 시민학교
프로그램 운영

9월
9개 프로그램 운영 100

2020년 시민학교 운영 계속 시민학교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7개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8개 프로그램 운영 100

2021년 시민학교 운영 계속 시민학교
프로그램 운영

1기 10개 프로그램 운영
2기 4개 프로그램 운영 100

2022년 시민학교 운영 계속 시민학교
프로그램 운영 12개 프로그램 운영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획 수립 기본방침 수립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상하반기
운영계획 수립

1·2기 운영계획
수립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성남시민학교 운영 시민학교운영 시민학교
상·하반기 운영

시민학교
1·2기 운영 시민학교 운영

연도 참여기관 운영프로그램 참여인원

2019년 7개 기관 9개 프로그램 운영 196명 교육 참여

2020년 10개 기관 상반기: 7개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8개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130명 교육참여
하반기: 147명 교육참여

2021년 9개 기관 1기: 10개 프로그램 운영
2기: 4개 프로그램 운영

1기: 163명 교육참여
2기: 63명 교육참여

2022년 8개 기관 12개 프로그램 운영 250명 교육생 모집

    ∙ 사업추진상황 

교육생 모집 홍보(수정구) 교육생 모집 홍보(중원구) 야탑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포스터 교육생 모집 홍보(분당구): 전자현수막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성남시민학교 
운영

◦ 9월: 성남시민학교 기본계획 수립
◦ 11월: 서울 자유시민대학, 모두의 학교 등 벤치마킹
◦ 12월: 경기도 3개 시 벤치마킹

-

2019년 성남시민학교 
운영

◦ 1월 ~ 4월: 관내 4개 대학 및 평생학습기관 업무 협의
◦ 5월 ~ 7월: 추진계획 수립 및 학습자 모집 홍보 
◦ 8. 13.: 입학설명회 및 현장 수강신청(280명 참석)
◦ 8. 27.: 통합입학식 개최(170명 참석)  
◦ 9월: 각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수강인원: 196명)
◦ 12월: 제3섹터 시민되기 워크숍 개최(242명 참석)

워크숍 242명 참여

2020년 성남시민학교 
운영

◦ 3. 5.: 상반기 성남시민학교 세부 추진계획 수립
◦ 6월 ~ 9월.: 6개 기관, 7개 프로그램 운영 130명 참여
◦ 7. 2.: 하반기 성남시민학교 세부 추진계획 수립
◦ 9월 ~ 12월: 8개 기관, 8개 프로그램 운영 147명 참여

-

2021년 성남시민학교 
운영

◦ 1월 ~ 3월: 관내 4개 대학 및 평생학습기관 업무 협의
◦ 5. 13.: 성남시민학교 1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6월: 성남시민학교 1기 교육생 모집 홍보
◦ 7월 ~ 12월: 9개 기관, 10개 프로그램 운영 163명 참여
◦ 8. 10.: 성남시민학교 2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9월: 성남시민학교 2기 교육생 모집 홍보
◦ 10월 ~ 12월: 4개 기관, 4개 프로그램 운영 63명 참여

-

2022년 성남시민학교 
운영

◦ 1월: 관내 대학 및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제안요청
◦ 2월: 2022년 성남시민학교 운영 계획 수립
◦ 3월: 성남시민학교 교육생 모집 홍보
◦ 3월 ~ 4월: 8개 기관, 12개 프로그램 총 250명 모집

-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가천대학교 성남시민학교 위탁교육 성남시민학교 교육 진행

을지대학교 성남시민학교 위탁교육 성남시민학교 교육 진행

동서울대학교 성남시민학교 위탁교육 성남시민학교 교육 진행

신구대학교 성남시민학교 위탁교육 성남시민학교 교육 진행

한국사회교육복지회 성남시민학교 위탁교육 성남시민학교 교육 진행

한컴아카데미 성남시민학교 위탁교육 성남시민학교 교육 진행

유앤아이드론 성남시민학교 위탁교육 성남시민학교 교육 진행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민학교 위탁교육 성남시민학교 교육 진행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민학교 위탁교육 성남시민학교 교육 진행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95.4 314.7 - 95.4 314.7 - 59 88 82.8 84.9

도비 95.3 94.3 - 96 94.3 - 18 26 24.8 25.5

시비 95.4 220.4 - 95.4 220.4 - 41 62 58 59.4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8. 8. 경기도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18,000 확정 2019. 2.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674.7 - 314.7 360 0 90 90 90 90

도비 202.3 - 94.3 108 0 27 27 27 27

시비 472.4 - 220.4 252 0 63 63 63 63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성남시민학교 운영
◦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에 따른 수료율, 참여율 

등 저조
◦ 프로그램 인원 축소 운영 및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참여율 향상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관내 평생학습기관 협업 운영을 통한 다양한 자원 연계 강화

  ❍ 신중년 대상 맞춤 프로그램 개설로 교육 만족도 향상

□ 기대효과
  ❍ 신중년에게 미래설계·재취업·사회공헌 등 인생 재도약을 위한 교육의 

기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