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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인재육성지원 멘토링 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국가인재육성

○ 추진기간: '10.1월 ~ 계속

○ 총사업비: 3,708백만 원('18년)

○ 주요내용

 (1)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사업

   - 사회 각 분야 리더와 대학생의 멘토링 지원,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2)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 대학생이 방학 중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을 대상

으로 캠프 형식의 재능봉사 활동에 참여(학습지도, 진로상담, 

예·체능계 활동 등) 

○ 추진경과

 (1)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사업

  - ’10년: 2 Layer mentoring System 구축

            (멘토 100명 / 멘티 819명) 

  - ’11년: 한국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 체계 구축

            (멘토 204명 / 멘티 1,587명) 

  - ’12년: 인재상 구축과 역량모델 개발

            (멘토 302명 / 멘티 2,457명) 

  - ’13년: 멘토링 교육 모델 구축과 체계 확립

            (멘토 401명 / 멘티 3,246명) 

  - ’14년: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의 내실화

            (멘토 300명 / 멘티 2,559명) 

  - ’15년: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의 안정화

            (멘토 280명 / 멘티 2,409명) 

  - ’16년: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 성과 확산의 해

            (멘토 260명 / 멘티 2,190명) 

  - ’17년: 전국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멘토 378명 / 멘티 2,717명) 

 (2)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 ’10년: 22개 대학, 985명 대학생 참여

  - ’11년: 32개 대학, 2,561명 대학생 참여



  - ’12년: 45개 대학, 5,619명 대학생 참여

  - ’13년: 51개 대학, 6,112명 대학생 참여

  - ’14년: 57개 대학, 6,312명 대학생 참여

  - ’15년: (하계) 42개 대학, 2,452명 대학생 참여

          (동계) 49개 대학, 1,782명 대학생 참여

  - ’16년: (하계) 51개 대학, 2,551명 대학생 참여

          (동계) 50개 대학, 약 1,913명 대학생 참여

  - ’17년: (하계) 51개 대학, 2,553명 대학생 참여

          (동계) 40개 대학, 약 1,901명 대학생 참여 예정

사업수행자

(관련자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4급(과장) 김홍재

  - 최종 결재자: 이사장(전) 이경숙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김상범 3급 '17.4월~현재
인재육성지원 멘토링 사업 

업무 총괄

팀장 김기상 4급 '16.12월~현재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대학생 재능봉사사업  업무 총괄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대학생 선발 및 관리

  - 사업참여 대학 담당자

○ 봉사활동기관 협조 총괄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교육청 및 전국 초·중·고교 중 사업신청 학교 

추진실적

(1)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

○ '17.1월 ~ 5월: 제8기 멘토 위촉(378명) 및 멘티 선발(2,717명)

○ '17.7월: 제8기 멘토‧멘티 오리엔테이션 개최

○ '17.9월: 리더십콘서트(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 '17.12월 ~ ’18.1월: 제9기 멘토 모집 및 위촉(324명)

○ '18.1월 ~ 3월: 제9기 멘티 모집 및 선발 진행 

(2)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 '17.5월~6월: 제15기 하계 멘토 모집 및 예산배정

○ '17.7월 ~ 8월: 제15기 하계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운영

○ '17.9월 ~ 10월: 제15기 하계 운영 실적 보고

○ '17.11월: 제16기 동계 멘토 모집 및 예산배정

○ '17.12월 ~ '18.2월: 제14기 동계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