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명
� 지역과 함께하는 맞손협력(매칭펀드)� 기반 농생명교육공동체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김제시청,� 전북농협본부 외 16개 기관)

공모분야 � 협업 부서명
� (주관) 농생명_농생명활동부

� (협업) 농생명_활동운영부

�지역의 미래!� 지역 청소년으로부터!�
민·관 맞손협력(매칭펀드)� 기반 ‘지속가능한 지역교육형’� 농생명교육공동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부정책 국가법령 지역정책 KYWA� 중장기 경영전략

▪한국판 뉴딜 2.0

▪추진과제3.� 휴먼뉴딜
� -� 격차해소 가치 실현

▪사회배려 맞춤 지원

▪저소득층 지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

관한 규정(제41조)

▪업무 효율,�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부처 칸막이 해소

▪공공가치 창출

▪삼락농정
� -� 전북도정 5대 핵심과제
� -� 활력 있는 농촌개발
▪국내 유일 농생명과학
청소년특화 시설로서

� � 지역 내 농생명 분야
� � 유관기관 협업 필요

▪공공성 강화

▪지속가능 체계 구현

▪상생 협업(매칭펀드)

▪신규 브랜드 사업 창출

▪지속가능 체계 구현

□ 주요 내용

� ㅇ� [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 양자협력체계에서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그리고 공익성(사회배려청소년 지원)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력

체계 농생명교육공동체� 출범

� ㅇ� 사업구조와 성과�

농생명교육공동체 출범 전(前)
[양자협력체계]

농생명교육공동체 출범 후(後)
[다자간 협력체계]

▪일방적 사업취소

� � 발생(단발성업무협약)

▪중복수혜자발생
▪예산효율저하

▪지속가능사업
� (실행주체의 분권)

▪수혜자대상 및 인원 확대

▪예산효율극대화

역할모식도 및 추진체계 사업운영 구조



계량성과 비계량 성과

▪� 3년 연속� 공공부문 외부자원 확보 선례 구축
▪� 누적매칭펀드:� 405,584천원(농생명센터 매칭 160,000천원)
▪� 누적 사업 인원:� 연인원 14,542명
▪� 농생명교육공동체 협업기관:� 19개 기관(21년 기준)
▪� 협업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52회
▪� 협업기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8종

▪� 협업기관 연계 실시간 체온스티커 5,000장� 기부

▪지역사회 공공부문 협업으로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구조 달성 견인
▪농생명교육공도체 기반 자체모집 강화 기여
▪전문기관 협업 비대면 콘텐츠 개발로 전문성 및 차별성 향상
▪매칭펀드 단일회계 구축(신규)� 지속 원동력 확보
▪지역문화재(사적벽골제)활용 캠프로 지역 활성화 기여

▪지역사업(2023� 새만큼 세계잼버리)� 공공서비스 확대

□ 기대 효과

국립수련시설 공유 및 이식 협업 전문가 양성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

現국립수련시설 양자협력체계 ▪다자간 협업체계
� � 운영으로 협업
� � 전문가 양성 가능
▪부처칸막이 해소,
� � 복잡한 현안을
� � 효과적으로 대응

▪‘빅블러현상’� 가속 대응
⤷기존에 경계하던 것들의 경계가

섞이는 현상
▪다양한 분야의 다자간 협업을
통해 청소년·혁신·그린·위기대응 등�
역동성 시대 대비 가능

공동체사업 공유 및 이식

KYWA� 대·내외 소통채널 수립

□ 추진 시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①애로사항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사업 형태 개선 노력

� �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 � � � -� 대규모/숙박형 행사 축소

� � �▪사업 안전관리(방역)� 시스템 필요

▪사업계획 및 주요 콘텐츠 수정
� � -� 찾아가는 콘텐츠 활동 확대
� � -� 영상콘텐츠,� 교구재 기반 활동 개발
▪(주)NBST� 연계 실시간 체온스티커
5,000장 기부 견인

②애로사항 ‘협업장벽’� 발생(정산(회계)시스템,� 인사이동,� 주도주체,� 의사결정)

▪유치예산,� 내부예산 별도회계(복수계좌)
▪인사이동간극발생,� 주도주체,� 의사결정 장벽

▪단일회계(전용계좌)� 구축/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2년차)
� -� 유연하고 신축적인 대응 능력 강화

□ 확대방안

①고도화 농생명교육공동체 +� 청소년 참여

청소년이

직접제안 하는

협업주제 발굴
�

②고도화 ‘협업이음터’� 등록(행정안전부 운영 민간공공기관 협업 플랫폼)

잠재적 협업기관 발굴

민간부분에 효과적 홍보



참고 � 농생명교육공동체 추진 현황 및 언론 보도

□ 추진현황

□ 언론보도

순번 배포일 보도내용 보도실적
2021년

1 3.10.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MOU�체결 2건(뉴스에듀,� 새전북신문)

2 3.16.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사)장애인인권연대와 MOU� 체결 2건(새전북신문,� 뉴스에듀)
3 5.25.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전북농협과 MOU� 체결 3건(뉴스에듀,� 전북도민일보,� 투데이안)
4 7.19. 붙이는 체온계 활용 안전한 청소년활동 지원 1건(뉴스에듀)

2020년
5 1.03. 2019년 진로교육 유공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3건(뉴스에듀,� 뉴스웨이,� 투데이안)
6 6.22. 2020년 제 6회 지평선청소년영화제 공모작 접수 시작 2건(뉴스1,� 뉴시스)
7 10.07. 2020년 찾아가는 지평선청소년팜페스티벌 개최 3건(투데이안,�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에듀)

2019년

8 2.28. KYWA-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업무협약체결
4건(뉴스에듀,� 뉴시스,� 새전북신문,� 전북도

민일보)
9 3.29. 2019년 농생명 진로창업 캠프 참가자 모집 2건(뉴스에듀,� 투데이안)
10 5.1. 농생명 진로창업캠프 진행 2건(뉴스에듀,� 투데이안)

11 5.31. 사회배려대상청소년지원사업 다자간 업무협약체결

14건(국제뉴스,� 농업경제신문,� 뉴스핌,� 데일리

전북,� 새전북신문,� 일간전북,� 일간전북2,� 전북

도민일보,� 전북일보,� 전주일보,� 중부뉴스통신,�

투데이안,� 포커스데일리,� 한국공보뉴스)

12 11.11. 2019� 전북농협 어린이 농생명 페스티벌 운영
4건(새전북신문,� 뉴스에듀,� 전라일보,� 일간

전북)
13 12.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생명센터에 감사패 전달 2건(뉴스웨이,� 투데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