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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가. 연혁
연 월 일 연     혁 

 1989. 1. 5.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 설치 승인
 1990. 11. 13.  초대 안종일 원장 취임
 1991. 3. 23.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시행규칙 공포
 1991. 11. 26.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 개원
 1995. 1. 1.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1999. 1. 1.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2000. 12. 1.  교육인적자원부 원격교육연수원 지정
 2011. 3. 1.  제 10대 조규태 원장 부임
 2012. 5. 31.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청사 신축 이전(북구 능안로 30번길 5)
 2013. 3. 1.  제 11대 윤혜숙 원장 부임
 2014. 3. 1.  제 12대 배용웅 원장 부임



  나. 조직과 기능
    1) 기구

원  장

교수부 운영부 행정연수부 총무부

    2) 직원 현황                                                   (2014. 4. 1.기준)

구
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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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
학
관

교육
연구
관

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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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교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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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보건 전
산

식
품 관리

운영
직4급 5급 6급 7급 8,9급 6급 6급 7급

정원 32 11 3 8 21 2 2 4 4 1 1 7
현원 31 12 3 8 1 19 2 2 3 3 1 1 7

    3) 주요 업무 내용
교수부 운영부

․ 연수 기획 수립․조정
․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평가 및 결과 분석
․ 연수 운영기록부 관리
․ 현장연수 운영 등

․ 연수원 기본 운영계획 수립
․ 교육과정 편성․운영
․ 원격연수 기획․운영
․ 학적 및 성적 관리
․ 연수교재 발간 및 홍보 등

행정연수부 총무부
․ 지방공무원 연수 기획 및 조정
․ 연수교재 제작 업무
․ 교육과정 편성․운영
․ 연수생 학적, 평가결과, 성적 관리 등

․ 예산 운영 및 결산
․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업무
․ 시설, 재산 및 물품 관리
․ 기록물 관리 등

  다. 예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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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1,558 2,728 2,573 2,099

    2) 시설 현황  
     ○ 면적 : 대지 48,708㎡,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633.95㎡ 
     ○ 시설                                                        (2014. 4. 1.기준)

실명 실 수 내    용
대 강 당 1실 1,000명 수용
중 강 당 1실 220명 수용
시 청 각 실 1실 90명 수용
강 의 실 18실 60명 수용 11실,  50명 수용 1실,  40명 수용 6실 
분임토의실 19실 10~18명 수용
특 별 실 11실 도서실, 컴퓨터실, 다목적실, 대회의실, 전산실 등
식 당 1실 400명 수용

2. 주요사업 추진실적

  가. 교육공무원 집합 연수 실시
개       요   

   교직원의 국가관과 교직관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교육공무원을 대
상으로 자격연수 및 집합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추 진 실 적   
    초․중등 교원 자격연수

                                        (단위 : 명)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30.기준

)
계

교 장  자 격 연 수 초 24 34 55 113
중 40 33 40 113

교 감  자 격 연 수 초 66 45 34 55 200
중 44 43 38 38 163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31 31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연수 39 48 40 예정 127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연수 223 234 179 65 701
중등학교 정교사(1
급)
자격연수

국어 31 43 예정 74
수학 52 36 예정 88
영어 39 38 77

영양교사(1급) 자격연수 53 53
초․중등 수석교사 자격연수 31 17 48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52 59 111

계 572 535 539 253 1,899

    초․중등 교원 직무연수
                                       (단위 : 명)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012 신규·전직 임용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11 11
5․18 사적지 기행 직무연수 27 42 40 109
고3 선생님을 위한 힐링캠프 31 31
교과교실제 운영의 실제 39 39
교사․학생 상호작용과 좋은 수업 28 28
교육연극을 활용한 즐거운 수업 26 21 47
기간제교사 직무연수(중등) 600 600
남도의 역사문화기행(중등) 예정
대입제도의 변화와 진로진학 38 33 71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직무연수 38 38
박물관, 우리 문화 깊이 알기 39 40 79
배움과 소통의 수업 30 30
비폭력 대화법 31 32 63
빛고을 혁신학교의 운영(중등) 82 82
빛고을 혁신학교의 운영(초등) 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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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새 한국사 교육과정 수업에 적용하기 28 28
생태와 환경교육(중등) 23 34 27 84
생태와 환경교육(초등) 38 33 40 111
선생님을 위한 생생 사법 마당 39 42 81
소통을 통한 리더십 향상 25 25
수석교사 심화 직무연수 29 29 58
스마트한 영어수업 따라잡기(중등) 38 38
신규교사를 위한 재미있는 수업(중등) 99 70 169
신규교사를 위한 재미있는 수업(초등) 60 60
신규교사를 위한 즐거운 학급경영(중등) 100 67 167
신규교사를 위한 즐거운 학급경영(초등) 115 115
교관요원 연수 전문성 향상과정 11 15 26
위기학생 지도 방안 25 38 63
유아 창의적 체험활동 26 26
융합인재교육(STEAM) 기초과정(중등) 20 20
융합인재교육(STEAM) 기초과정(초등) 24 24
인문 논술 지도의 실제 22 22
인성교육 중심 수업 전략 30 30
자기역량강화 과정 39 39
자기주도학습과 협동학습 코칭스킬 32 32
자유학기제 어떻게 준비할까 38 38
저경력 교사를 위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
(초등)

138(1기) 138
118(2기) 118

중등 교감․전문직 직무연수과정 40 30 40 110
중등 기술․가정과 수업 전문성 향상 29 29
중등 도덕과 수업 전문성 향상 24 24
중등 문학의 이해와 지도 32 32
중등 사회과 수업 전문성 향상(경제와 사회문화 교육의 새 길 찾기) 31 31
중등 생활교육 전문성 향상 42 30 72
중등 수학 수업전문성 향상 28 28
중등 수학과 수업 전문성 향상(1) (미적분과 통계) 25 25
중등 수학과 수업 전문성 향상(2)(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학교육) 35 35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중등 신규교사 임용 예정자 168 194 146 165 673
중등 지리과 수업 전문성 향상 26 26
중등 진로교육 (심화) 39 36(1기) 32 40 20053(2기)
중등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기초) 44 44
중등 통합논술지도의 실제 25 25
중등 풀지 않는 수학, GeoGebra 29 29
중등 학교장 선진 리더십 60 25 36 121
중등 혁신학교 수업연구 33 33
중등 독서토론 수업의 실제 34 19 53
중등 핵심역량을 기르는 국어수업 28 28
진로 진학 상담교사 심화 직무연수 36 36
집단 상담의 실제 29 32 61
창의적 체험 활동 지도의 실제(중) 22 22
창의적 체험 활동 지도의 실제(고) 21 21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중등) 33 33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초등) 43 43
초등 교감․전문직 직무연수과정 39 46 31 116
초등 국어과 학습지도 능력 향상 31 31
초등 미술과 학습지도 능력 향상 26 26
초등 사회과 학습지도 능력 향상 30 30
초등 생활지도 능력 향상 32 32
초등 수학과 학습지도 능력 향상 27 27
초등 신규교감 전문성 강화과정 39 28 67
초등 신규교사 임용 예정자연수 205 259 362 342 1,168
초등 액션러닝을 도입한 국어과 수업 24 24
초등 음악과 수업전문성 향상 31 31
초등 진로교육(심화) 33(1기) 40 32 16661(2기)
초등 진로지도 능력 향상 3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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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초등 학교장 선진 리더십 과정 65 45 35 145
초등 학급경영 35 35
초등 혁신학교 수업연구 37 37
초등 국어과 수업전문성 향상 27 27
초등 생활교육 전문성 향상 34 34
통하는 교사로 거듭나기 34 34
특수 교사의 일반 교과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29 29
특수원예치료 전문성향상 36 36
학교문화혁신 컨설턴트 양성 과정 33 36 40 109
학교장 회계관리 역량강화 70(초) 41(1기) 52(1기) 163

65(중) 35(2기) 40(2기) 140
학력향상(수업) 컨설팅 전문가 양성 과정 29 39 22 90
행복한 교사를 꿈꾸는 에듀힐링 39 30 69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 43 43
혁신학교 교육과정 자세히 보기 38 38
혁신학교 심화과정 35 35
혁신학교 이해 기본과정 145 37 30 212
혁신학교의 이해 기본과정(중등) 22 22
혁신학교의 이해 기본과정(초등) 28 28
협동학습으로 즐거운 수업하기 30 30

계 1,723 1,888 1,916 2,206 7,987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단위 : 명)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30.기준) 계

갈등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향상 50 50
계약 실무 과정 59 120 160 120 45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규임용예정자 
기본교육 53 44 97
공직자 청렴 교육 60 80 79 80 299
관리자 리더십 향상 과정 40 37 40 117
교육행정 기획력 향상 과정 37 37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30.기준) 계
교육행정 능률 향상 과정 116 279 120 80 595
리더십 향상 과정 40 40
문화예술 체험과정 40 40
법무행정의 이해 39 39
보수 실무 향상 과정 101 119 120 340
사립학교 행정역량 향상 과정 39 40 79
사무원 전직자 교육 26 26 52
성공하는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40 40
스피치․프레젠테이션 실무 40 40
시설 관리 과정 159 113 119 80 471
신규임용 예정자 기본 교육 25 48 70 143
실무사 행정역량 향상 과정 143 80 223
인문학의 이해 과정 50 40 90
일반직 전환자 교육 과정 128 42 170
일반직 전환자를 위한 심화교육 95 95
자기생애설계과정 40 40
중간관리자 행정역량강화 과정 152 152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를 위한 심화교
육 40 40
초급 실무자 과정 67 67
컴퓨터 활용 실무 80 91 80 251
평생교육 과정 59 40 99
학교 행정실장 역량 강화과정 80 80
학교회계직원 연수 79 80 159
행복한 가정과 직장생활 160 160
행정서비스 강화 과정 40 40
현대사회와 직장생활 100 100
회계실무 과정 120 120

계 1,188 1,350 1,562 724 4,824

 성과 및 전망   
   교육공무원 자격연수를 통하여 상위자격 획득에 따른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학습
지도법과 학교경영 능력을 배양하여 교사의 질이 향상되었다. 연수과정개설시 교원의 전
문성을 배양하고 만족스러운 집합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전년도 교육과정 분석 및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과정 편성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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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연수과정 운영 후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대장을 매년 누적관리
하며, 교육과정 편성위원회에서 추천된 강사 및 타 연수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우수 
강사 및 우수프로그램을 공유하여 교직원 대상 연수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있다.
   연수 방법면에서는 연수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알리고 교육과정 편
성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였다. 과정의 특징 및 연수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단순 강의 
위주의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실습, 사례공유, 액션러닝 및 분임토의 등 참여식 연
수방법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강
조되면서 연수생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맞춤형 연수에 대한 확대가 기대된다.
   연수 성적관리 면에서는 과정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
행평가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조화롭게 확보하였다.
   시설 환경면에서는 2012년 연수원 이설을 통해 연수에 집중할 수 있는 강의실 및 첨
단 기자재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연수환경이 제공되었으며, 향후 연수생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나. 원격연수 운영 및 콘텐츠 개발 
 개       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직무 및 공통역량기반 콘텐츠를 개발하여 통합연수
지원시스템을 통해 원격연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자기 계발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합연수 진행이 어려운 지역의 교원들이 
편리하게 연수를 이수할 수 있는 원격연수 환경을 구축하였다.



                  연도 과정명 대상 과정 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의사소통 능력 향상 지 방

공 무 원 1 149 149
창의력 향상 지 방

공 무 원 1 111 111
상황별 위기 대처 능력 지 방

공 무 원 1 275 275
비전 제시 및 공유 지 방

공 무 원 1 239 239
프레젠테이션 스킬 업 지 방

공 무 원 1 161 161
사이버 청렴 지 방

공 무 원 2 354 338 692
갈등관리 스킬 업 지 방

공 무 원 1 259 259
조직 활성화를 위한 
협조성 향상

지 방
공 무 원 1 188 188

 추 진 실 적

    초･중등 교원 원격연수
(단위 : 과정, 명)

                  연도 영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학습지도영역 과정 수 36 52 43 38 169

연수인원 4,703 6,957 6,836 8,000 26,496
생활지도영역 과정 수 37 38 35 21 131

연수인원 3,856 7,279 3,997 4,200 19,332
교원능력개발
평 가  영 역

과정 수 8 19 20 33 80
연수인원 1,602 2,357 2,302 6,600 12,861

특수교육영역 과정 수 3 2 4 4 13
연수인원 1,114 595 462 800 2,971

계 과정 수 84 111 102 96 393
연수인원 8,632 14,326 10,911 12,259 46,128

    지방공무원 원격연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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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과정명 대상 과정 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사례로 배우는 공문
작성법

지 방
공 무 원 1 134 134

김책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따라하기

지 방
공 무 원 1 179 179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변화 전략

지 방
공 무 원 2 148 202 350

반부패 청렴 교육 지 방
공 무 원 1 369 369

합리적인 의사결정 
노하우

지 방
공 무 원 1 169 169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
령

지 방
공 무 원 2 202 298 500

창의적 신사고를 위한 
창의력 향상

지 방
공 무 원 1 134 134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

지 방
공 무 원 2 245 250 495

업무의 정석 지 방
공 무 원 1 227 227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

지 방
공 무 원 2 506 400 906

명곡을 통해 보는
음악의 세계

지 방
공 무 원 1 382 382

성공하는 직장인의 대화법 지 방
공 무 원 1 347 347

문학적 감성 및 상상력 
개발

지 방
공 무 원 1 186 186

리딩으로 리드하라-인문
학

지 방
공 무 원 1 250 250

스트레스 아웃! 행복한 삶
의 노하우

지 방
공 무 원 1 400 400

교직원과 함께 하는 
5월 이야기

지 방
공 무 원 1 250 250

시장경제 지 방
공 무 원 1 250 250



                 연도과정명 대상 과정 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지 방
공 무 원 1 250 250

명화를 통해 보는 미술의
세계

지 방
공 무 원 1 250 250

도전하라 틀을 깨라
-창의력 향상

지 방
공 무 원 1 250 250

계 33 1,548 1,523 2,731 2,550 8,352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교원능력 개발 평가의 평가지표 중 교원이 요청하는 평가지표에 대한 다양한 원격연수 
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원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
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지리적 특성상 집합연수 진행이 어려운 지역의 교원들이 편리하게 연
수를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이
해도 제고를 위해 평가의 결과 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연수 과정으로 개발하였으며 기존에 
활용된 평가 관련 콘텐츠의 변경 사항을 수정․ 보급하였다.

연도 콘텐츠명 대상 시간 계
2011년 학부모상담 초 등 교 원 15 15

2012년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역량강
화 중 등 교 원 15

60
빛고을 의향․ 예향 초 ․ 중 등 교 원 15
참여하고 소통하면 학교가 행
복해진다 초 ․ 중 등 교 원 15
학교문화혁신 초 ․ 중 등 교 원 15

2013년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초 ․ 중 등 교 원 15

30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
기 초 ․ 중 등 교 원 15
특수교육의 이해 초 ․ 중 등 교 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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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콘텐츠명 대상 시간 계

2014년

평가결과 확인 초 등 교 원 15

165

평가결과 확인 중 등 교 원 15
개인문제의 파악 및 지도 초 등 교 원 15
개인문제의 파악 및 지도 중 등 교 원 15
진로 및 특기적성 교육 초 등 교 원 15
진로 및 특기적성 교육 중 등 교 원 15
교원능력평가의 이해와 실제 초 ․ 중 등 교 원 15
생활지도 영역 초 ․ 중 등 교 원 30
학습지도 영역 초 ․ 중 등 교 원 30

계 270

  성과 및 전망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 진행과 업무 추진 및 생활지도, 다문화 학생지도, 특수
학생 지도 등 교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원격연수를 통해 학습하고 이를 학생교육 및 지
도에 활용케 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비하는 맞춤형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준 높은 원격 연수를 위하여 통합교육연수시
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시 및 타 시도에서 개발한 콘텐츠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모든 콘텐츠 운영에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 테마가 있는 특색사업 운영 
개       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우수 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전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공개특강, 연수생의 풍부한 감성을 자극하여 힐링과 재충전의 기
회를 제공하는 작은 음악회, 실습, 견학, 답사, 체험 등 다양한 테마 체험중심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연수의 질을 제고하였다.



  추 진 실 적   
    공개특강

연도 시기 과정명 특강내용 연수기간 대상 및 인원 강사

2011년

2월
초․ 중등 신규 
임용예정자연
수

문화예술 활동의 실
제

2011.2.7.
~ 2.18. 연수생 273명 이일용

4월 초․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세계문학의 흐름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11.3.28.
~ 4.15.

연수생 및 관내교육
청 소속 교직원 229
명

이병훈

6월 공직자 청렴 
교육

창조, 혁신, 미래-
태극기에 답이 있다

2011.6.1.
~ 6.3.

연수생 및 관내교육
청 소속 교직원 232
명

고인수

7월 초․ 중등 하계 
자격연수 조정래의 삶과 문학 2011.7.15.

~ 8.26. 연수생 475명 조정래

10월 초 ․ 중등교감 
및 전문직

컨버전스 시대의 패
러
다임 변화

2011.10.10.
~10.14.

연수생 및 관내교육
청 소속 교직원 202
명

김홍선

12월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행복한 삶 2011.12.7.

~12.9.
연수생 및 관내교육
청 소속 교직원 370
명

황창연

2012년

2월
초․ 중등 신규 
임용예정자 연
수

창의․인성교육의 실
제

2012.2.13.
~2.17.

초․중등신규 임용예
정자 등 453명 오기영

7월 초․ 중등 하계 
자격연수

새로운 문화예술교
육의 정책과 가능성

2012.7.23.
~7.30.

초․중등교원 등 
509명 이선철

10월 보수실무향상
과정 등 꿈 너머 꿈 2012.10.31.

~11.2.
연수생 및 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354명 고도원

11월
창의적인 학교
경영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의인성 인재 육성

2012.11.26.
~11.30.

연수생 및 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학
부모 297명

구관혁

2013년

2월
초․ 중등 신규 
임용예정자 
연수

창의인성교육 2013.2.13.
~2.19.

초․중등 신규임용
예정자 등 500명 오기영

5월 교육행정 능력
향상과정 등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관리

2013.5.29.
~5.31.

연수생(80) 및 
시교육청 소속 교직
원

이무석

6월 초․중등 학교장 
선진 리더십

내 인생의 힘이 되
어 주는 시 2013.6.19.

연수생, 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 시민 287명

정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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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정명 일자 인원 주요 활동내용

2011년
초․중등 신규임용예정자 연수 2011.2.17. 373

광주 교원 윈드오케스트라 : 
관악합주곡을 비롯한 대중적
서양악곡 감상

초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등 6개 과정
(하계 자격연수 과정) 2011.8.9. 387

창작 국악단 ‘도드리’ : 창작
국악곡 공연 및 흥겨운 우리가
락
배우기

2012년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등 7개 과정
(하계 자격연수 과정) 2012.8.10. 431

광주 교원 윈드오케스트라 : 
관악합주곡을 비롯한 대중적
서양악곡 감상

2013년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등 8개 과정
(하계 자격연수 과정) 2013.8.12. 413

창작 국악단 ‘도드리’ : 창작 국악
곡 
공연 및 흥겨운 우리가락배우기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4개 과정 2013.8.26. 242 뮤지컬“죽은 시인의 사회”관람

2014년 초등교감 자격연수 등 6개과정
(하계 자격연수 과정) 2014.8.22. 300 광주 교원 윈드오케스트라초청 

공연
계 2,146

연도 시기 과정명 특강 내용 연수기간 대상 및 인원 강사

2013년

7월 공개특강
자유로운 생각이 아
이들의 생각을 이끈
다

2013.7.5.
시교육청 소속 교
직원 및 학부모, 시
민 410명

김선웅

8월
초․ 중등 하계 
자격 및 직무
연수

새 시대 교육리더십 2013.7.19.
~8.26.

연수생, 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 시민 762
명

조  벽

8월
유치원원감
초등교감
유치원정교사 
자격연수

언론 이해 및 
교육홍보

2013.8.5.
~8.26.

유치원 및 초등교
원 
등 105명

노종면

10월
초․중등 교감․
전문직 직무연
수과정

행복한 부부로
사는 법

2013.10.14
.  

~10.22.

연수생, 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 시민 668
명

이수경

계 6,206명 17명

    작은 음악회      
                                             (단위 : 명)



    테마 및 체험중심 현장학습                     
                (단위 : 명)

연도 과정명 인원 주요 활동내용 방문지

2011년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연수 39 박물관 관람 및
숲체험

전북 산림박물관 및
강천산

초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66 녹차밭 체험 및
문화체험

보성 녹차밭 및 태백
산맥문학관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연수 1기 44 문화유적지 및

전통마을 체험
장성 자라뫼 마을 및
필암서원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38 문화유적지 및
자연생태체험

태백산맥문학관 및 순천
만 
자연생태공원

중등정교사(1급) 국어과 
자격연수 31 가사문학권 탐방 한국 가사문학관 및

담양군 일대
중등정교사(1급) 수학과 
자격연수 52 竹鄕에서 竹香체험 담양죽녹원/대나무박물관/

소쇄원/한국 가사문학관
초등학교 교감․전문직 직무연수 39 연극 문화체험 궁동예술극장
중등 과학과 수업전문성 
향상과정 26 생태환경교육 덕남정수사업소, 환경시설

관리공단
신규임용예정자 기본교육 25 문화체험 강진 영랑생가, 다산초당, 

백련사 등
초등학교 정교사(1급) 44 향토음식 체험 남도 향토음식 박물관
중등정교사(1급) 국어과
자격연수 31 천연염색 과정 체험 나주 천연염색문화관

계 435

2013년

박물관, 우리문화 깊이알기
직무연수 40 문화유적 답사

월계동 장고분, 나주 반
남
고분군, 화순 운주사 등

생태와 환경교육(초등)
직무연수 33 에너지 절약 체험 에너지 관리공단 

광주지부
생태와 환경교육(중등)
직무연수 34 광주천 생태 체험 광주천 온지교 일대
액션러닝을 도입한 연수
방법의 선진화 과정 11 제주유배문화 답사 제주 추사 유배길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하계) 59 친환경 비누제조

실습 담양 양지엔택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학기중) 59 법원소개 및 법정구

조 광주지방법원
진로진학상담부전공
자격연수 (학기중) 59 조선해양산업 견학 

및 자동차경주 참관
현대삼호중공업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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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정명 인원 주요 활동내용 방문지
진로진학상담부전공
자격연수 (학기중) 59 한국 잡월드 견학 및 

체험 한국잡월드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학기중) 59

광주디자인센터 현황
과 체험, 한국폴리텍 
Ⅴ대학 현황 및 견학

광주디자인센터
한국폴리텍Ⅴ대학

중등학교 정교사
(수학 1급) 자격연수 36 농악 및 치즈만들기

체험
필봉문화촌, 
임실치즈마을

진로진학상담부전공
자격연수 (학기중) 9

분임별 직업체험
및 체험  프로그램 
조사

신창 존스바리스타학원
초등 교감･전문직
리더십 향상 과정 40 생태환경체험 및

문화유산 답사 순천만 및 여수 경도
고3 선생님을 위한
힐링캠프 31 숲 체험, 기체조,

다도체험 한국문화연수원
학교 시설물 관리 과정(1기) 40 완도 수목원 수목 관

찰 및 관리요령 체험 완도 수목원
문화예술 체험과정 40 남도 문화 답사 강진일원(영랑생가,

백련사, 다산초당)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연수 과정 42 고고학 강의 및 

유적지 안내
(재)호남문화재연구원
본원 및 발굴유적지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연수 과정 40 유치원 운영 사례

숲 체험
수완초 병설유치원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진로진학상담부전공
자격연수 (학기중) 59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시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계 750

  성과 및 전망   
   연수생뿐만 아니라 관내 전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도 저명강사 특강 프로그램을 편성
하여 공개강좌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본질과 삶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연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수생의 풍부한 감성을 자극하고 지친 심신을 위로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테마중심 현장체험 연수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 민간기
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수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저명강사 공개특강, 작은 음악회, 테마중심 현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
영을 통해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교직원의 지적,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감
동이 있는 연수과정을 전개할 것이다.



  라. 지원업무를 통한 연수 활성화
    1) 특수분야 연수기관 운영
 개       요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5조)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제3조 2)에 따라 교원들에게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원에
서 실시할 수 없는 연수에 대해 민간 및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및 교육기
관, 교원단체, 교과교육연구회,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에서 신청한 서류를 연 4회 접수하
고, 심사․ 통보 기간을 정하여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지정 현황을 기관과 일
선 학교에 각각 통보함으로써 교원들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수과정을 제공하
였다. 

 추 진 실 적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 운영 현황 
   지난 4년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 748개 과정이 승인을 
받았으며, 총 22,434명의 교원이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개설
하기 어려웠던 스포츠와 문화예술 영역 등 실기 및 체험 위주의 연수를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 �� 현황]
(단위 : 과정, 명)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지정 과정 수 214 222 272 40 748
운 영  과 정 수 163 216 214 39 632
이 수 자 수 4,844 8,596 7,766 1,228 22,434

  성과 및 전망

   최근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이 연간 270여 과정 이상으로 다양해지고, 교원의 
자발적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 연수 경비가 2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특수분야 연
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 부담 연수를 받는 교원이 2011년 이후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특수분야 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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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신청과 연수과정수를 확대하고, 교원이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수과정을 개설해 나가
도록 하며,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의․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 연수 운영 
등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추수 지도를 통해 연수기관의 교원 연수 관리 능력을 향상시
키고 연수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연수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2) 학습연구년제 운영 
 개       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교원에 대한 적정 보상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교육공무
원법」제40조 제1항과「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에 따라 연수대상자
를 선발하고, 학습연구년 시행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 연수를 의뢰한다. 국
내 대학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국내 위탁연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승인된 사업계획
서의 내용에 따라 360시간(24학점)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정책연구를 하는 개인자
율연수는 교육정책수립 또는 학교 현장의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
획관에서 추진 중인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연구·수행한다.  

 추 진 실 적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현황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2010년 시범 운영한 후 2011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
는 사업으로 2011년 10명, 2012년 10명, 2013년 20명, 2014년 30명으로 총 70명의 
교원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이수했다. 실시 초반에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참여율이 낮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하는 교원의 수가 늘어나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에 대한 교원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한 교원들의 만족
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초 4 4 10 13 31
중 6 6 10 17 39
계 10 10 20 30 70

예산(1인당) 10,000 10,000 10,000 10,000



  성과 및 전망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연수자가 1년 동안 연구 수행한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인사클린센터를 통해 공개되며, 연수성과물은 책자발간 등
을 통해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특별연수 이수자는 향후 1년 동안 수업컨설팅 및 장학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학습연
구년 특별연수는 전문적 지식 축적 및 실천적 연구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
고, 자기계발 및 재충전으로 교원의 자존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통해 교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3) 현직연구원제 운영 
 개       요

   현직연구원제는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연수 운영의 활성화와 원격연수의 효율화를 위
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초․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제도로 광
주광역시교육연수원 연수운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원격연수 튜터 활동 및 우수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여 개발 콘텐츠를 관리․ 보완함으로써 연수의 질을 높이고, 교실수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 연수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추 진 실 적

    현직연구원제 운영 현황 
   학습연구원제는 매년 초․ 중등 교사 45명을 선발하여 연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운영의 활성화 방
안 마련을 위해 주제별 보고서 제출, 발표, 심사를 통해 매년 1등급 3명, 2등급 6명, 3등
급 9명 총 18명 교원이 등급표창을 받았다. 또한 연수원 발전을 위한 현직연구원 보고서
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장연구’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원격연수에 활용할 콘텐츠 
개발, 수정, 원격연수 강사(튜터) 활동, 시범운영 콘텐츠 등 다양한 연수 운영에 참여함으
로써 현직연구원으로서 전문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 ��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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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인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초 등  교 원 25 25 27 25 102
중 등  교 원 20 20 18 20 78

계 45 45 45 45 180

  성과 및 전망

   최근 정보교육의 다양화, 정보보호법의 강화, 연수자의 다양한 교육 요구와 디지털교
과서 활용, 정부 정책연수 등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2011년 연수 인원이 15,547명이었
으나  2013년에는 21,437명으로 증가되는 등 연수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교과용도서 원격연수, 정부 3.0 정책연수, 성취평가제 연수, 다문화
교육 연수, 특수교육 연수 등 다양한 정책연수 등이 요구되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교
원의 연수 이수 인원이 30,000명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현장교원이 희망하
는 다양한 분야의 연수과정 개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강사 선
정 및 연수 운영 방식 등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교원 연수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연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4) 수요자 맞춤형 연수 지원 
 개       요

   수요자 맞춤형 연수는 수요자의 요구, 수준, 관심분야 등에 부응하는 연수생의 자발적 참
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중심의 연수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수는 광주
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2012년에 처음 도입한 연수로 2013년에는 연수과정수를 40개 과정으
로 확대․ 운영하였다. 수요자 맞춤형연수는 연수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 강사, 시간, 장소 등
을 계획하여 공모에 응하면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는 강사비, 연수교재 발간, 연수운영시
스템 활용 등 행․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연수 형태이다.  

 추 진 실 적

    수요자 맞춤형 연수 운영 현황 
   2012년 6개 과정을 시범 운영한 결과 연수생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아 2013년에
는 40개 과정을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수요자 맞춤형 연수는 3~4월에 공모한 후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4~12월 중 연수를 진행하였다. 공모 주제는 정책 및 시책, 학습
지도, 생활지도, 교사 역량강화 등 다양하다. 2012년에는 6개 과정 216명이 이수하였으
며 2013년에는 40개 과정 1,200명이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이수하였다.

� [������ �� �� 현황]
   (단위 : 과정, 명)

         연도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운영과정 수 6 40 40 86
이 수 자  수 216 1,200 1,200 2,616

  성과 및 전망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 교육주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
으며,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이동시간을 절약하고 학기 중에 연수를 진행함으로
써 연수 내용이 바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3년에는 40개 과정을 
운영한 결과 현장으로부터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의 단점을 보완한 
좋은 연수라는 평가를받았다. 앞으로 일과시간 내 연수시간 인정과 연수운영 시스템 간
소화를 통해 좀 더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공모 형태도 지정형, 공모형, 맞춤형 등으
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제4절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5) 15시간 미만 연수학점화 운영
 개       요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5조)과 교원연수·연
구 실적 학점화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전부 개정 알림(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6121, 2012.6.8.)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산하 직속기관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5시간 미만 각종 직무연수 시간을 누적하여 연수학점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
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누적 연수시간에 대해 15시간마다 1학점으로 환산
하여 인정하되 잔여시간은 학점 인정을 제외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직속기관
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무연수에 대해 15시간 미만이어도 학점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현장교사들의 소규모 직무연수에 대한 호응도를 높여 각종 직무연수를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추 진 실 적

    15시간 미만 연수학점화 지원 현황 
   2013년 3개월 동안(2013.10.1.~2.31.)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직속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15시간 미만, 교원 대상 직무연수 48개 과정(총 212시간)을 해당 기관이 운영하
도록 승인하였으며, 총 2,320명의 교원이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에서는 매 연수과정을 현장 점검함으로써 연수 운영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소규모(15시간 미만)의 각종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활성화함으로써 
연수 운영기관과 현장 교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 [15�� �� ����� �� 현황]
   (단위 : 시간, 명)

                    연도                구분
 기관명

2013년 2014년
연수시간 연수인원 연수시간 연수인원

광주광역시교육청(연수원) 109(2) 1,295(89) 15 840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7 416 2 350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5 204 2 350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23 99 9 90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58 306 27 72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12 880

계 212 2,320 67 2,582

  성과 및 전망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의 다양화 추세에 맞춰 일정한 요건을 갖춘 
15시간 미만의 각종 연수시간을 직무연수로 인정하여 누적․ 학점화함으로써 2시간에서 
15시간 미만의 실무중심의 소규모 연수가 활성화되고 있다. 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신
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연수에 교원의 참여도를 높여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212시간
의 연수시간 확보와 2,320명의 교원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구축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
   이 연수는 성격상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각 과와 직속기관의 예산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연수운영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수요자에 맞는 연수의 운영과 관
내 교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직속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15시간 미만 
소규모 직무 연수과정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과 함께 교원과 업무담당자가 희망하
는 다양한 분야의 연수과정을 개설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연수운영 과정 편성 및 강사 선
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와 현장 확인 및 점검 지도를 통해 교원 직무연수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연수생의 만족도 함양을 위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