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호
기억해주세요.

신경쓰는 신경호입니다.

5월 27, 28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교육경력

38년 4개월

현） 강원미래교육연구원장 

현） 강원대학교총동문회상임부회장 

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전）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전） 수학교사 •교감 •교장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강원대학 R0TC12기 중위 예편 

2009년한국사도대상수상 

2014년 강원사도대상수상 

2015년황조근정훈장수훈

TEL. 010-8410-1606 / 010-3731 -0611 
주소.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52 국제빌딩 6층

복지 공백 없는교육복지，삶의 질을높0 ᅵ는강원교육 

행정 학생중심，학교중심 교육행정，지역중심 교육행정자원

인성 '나'，'가족'，'공동체'의가치를지키는강원학생 

진로 놀이부터 메타버스끼지，스스로 설계하는 강원학생 

흐모르려 탄틴한기초부터 성공하는대입까지，설레는 강원교육 

교육감 후보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호도 없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교육환경을

제공할수 있을지를 신경敎습니다

강원화력이 전국꼴찌 수준이라는말 

학생이 아닌 그들만을위한 행복교육청’ 이라는말 

강원도교육청이 강원교육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말

신경쓰입니다

우리아이들의 학력，진로,인성 

우리 교육가족들의 복지, 행정

신경쓰겠습니다



진보교육감

12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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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DI달를 도전

5대공약
더높은 

하려

더넓은

진로

학습 소외 학생이 없는 교실 

원대한 고교캠퍼스 

정시와 수시 완벽대비 

스스로 더 공부하고 싶은 환경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미래지향 교육생태계 조성 

주체적인 시민으로의 성장 

'꿈의 광장구축 

'꿈의 시간'마련

실천중심 인성교육 

자주적인 민주시민성 함양 

참된 강원인육성 

주도적인 강원학생으로 성장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춘 강원학생 

학교에서의 배움이 일자리로 

더 바른 

인성
더고른

복지

교육비부담 절감

지자체，마을，학교가 함께하는 돌봄

학교 내 맞춤형 복지 지원 

특수교육 강화

공백없는 교육 지원 

더돕는

행정

현장 중심 지원체제 

작은 학교지원 

교육공동체의 주체인 학부모 지원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정책1 I 정책2 S 책3 정책4 정책5

사업목표 학1신장 진로지원 강화 인성교육 강화 교육적지 강화
현장중심 행정 

강화

우선순위 중장기과제 g 장기과제 玄장기과제 § 장기과제 玄장기과제

이형정차
2022년 정책 입안 

및 2023년 개회 
수립 및 진행

2022년 정책 입안 2022년 정책 입안 

및 2023년 계획 및 2023년 제회 
수립 및 진행 수립 및 진행

2022년 정책 입안 

및 2023년 계회 

수립 및 진행

2022년 정책 입안 

및 2023년 계외 
수림 및 전행

이행기간 임기 내 임기 내 입기 내 임기 내 임기 내

재원조달방식 지방비 국비+지방비 지방비 국비+지방비 국비♦지방비

지역공약
춘천권 （춘천，철원，화천，양구）

방송예술중 • 고등학교신설，반려동물마이스터 고등학교신설， 

아파트형 유보통합 시범운영，성수고 신축 이전과 온의동 초등학교 신설 

강원평화교육원 운영 확대 및 개편

강원학생 수상안전 • 레포츠체험센터운영

강원학생생태교육체험센터 운영

원주권 （원주，홍천，횡성，영월，평창）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 구축，아파트형 유보통합 시범운영， 

기업도시 통학버스 배치，미래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 

강원학생 로봇 • 드론체험센터운영，

연봉지구 중학교 신설 TF 구성，석화초 신축 이전 

영서지역 강원학생인 성교육체험센터 운영 

영서지역 역사 문화교육체험센터 운영

강원학생 동계레포츠체험센터 운영，평창교육도서관 이전 추진

강릉권 （ 강릉，속초，인제，고성，양양 ）

영동지역 역사문화교육체험센터 운영，아파트형 유보통합 시범운영 

강릉관광 •문화예비창업가 양성교실 운영

폐교를 이용한 사투리 교육전수관 운영

강원AI진로교육원 운영，산림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 

강원평화교육원 분원 운영

강원학생안전 •생존교육체험센터 운영，국제 중 •고등학교 신설

삼척권 （ 삼척，동해，태백，정선 ）

강원 학생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영동지역 강원학생 인성교육체험센터 운영，

광희 중 •고등학교 운영 정상화 지원

강원체육중 •고등학교 제2캠퍼스 신설，황지정산고 학과 개편

관광레포츠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강원학생산림체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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