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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가. 연혁
연월일 연      혁

1997.  3.  3.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 계획 수립
1997.  3. 18. 설립추진자문위원회 구성(각계 전문가 10명)
1998.  4.  2.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안 교육위원회 의결
1998. 12. 11. 신축공사 착공
2001.  4. 30. 회관 준공
2001.  5. 12.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신설

(송정도서관 통합)
2001.  7.  1. 초대 신복수 관장 부임
2001.  8.  7. 민간위탁기관 선정(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
2001.  9.  3.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
2002.  7.  1. 제 2대 김세빈 관장 부임
2002. 12.  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부설송정도서관이 

독립기관으로 분리



연월일 연      혁
2004.  7.  1. 제 3대 이근모 관장 부임
2006.  1.  1. 위탁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직영체제 전환
2007.  1.  1. 제 4대 고화석 관장 부임
2007. 10. 26.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실별 재배치 준공
2009.  1.  1. 제 5대 유옥진 관장 부임
2009.  9. 10. 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
2009. 11. 30.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개원
2011.  1.  1. 제 6대 이문옥 관장 부임
2011.  7.  1. 제 7대 최화룡 관장 부임
2012.  7.  1. 조직개편(2개과→3개과 : 문헌정보과 신설)
2013.  1.  1. 제 8대 정공섭 관장 부임

  나. 조직과 기능
    1) 기구

관 장
예술영재교육원

관리과 운영과 문헌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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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합계

3급 5급 6급 7급 8~9급
소계

파견 교사
부이사관

교육행정
사서

교육행정
사 서 전산 시설 보건

전기운영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교육행정
사서 전산 운전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교육행정
사서 전산

시설관리
운전

전기운영

사무운영
정원 36 1 2 1 1 4 1 1 1 1 3 4 1 4 2 1 1 1 1 5 36
현원 38 1 2 1 1 6 1 1 1 1 2 3 2 1 1 2 4 3 1 1 35 3

    3) 주요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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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운영과 문헌정보과 예술영재교육원
․ 관인관리 ․일반서무    
및 보안

․ 인사, 복무 및 상훈
․ 예산 운영 및 각종 
 회계
․ 물품 및 재산관리
․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

․ 기계, 전기, 통신(공용 
시설) 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

․ 운영자문위원회 업무
․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문화강좌(청소년 및 성
인)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일일체험학습 운
영

․ 공연장 및 전시실 운
영

․ 학생 수영 체험학습 
 운영
․ 체육관 및 수영장 
 운영
․ 광주학생관현악단 
 운영
․ 다사랑합창단 운영

․ 도서선정위원회운영
․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정리,관리 
․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 도서열람, 대출 및 회
수
․ 도서관 자료의 이용
 지도 및 열람지도
․ 도서관 이용자 및   
 자료 이용 통계
․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순회문고 및 도서관
 협력에 관한 사항
․ 독서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 예 술 영 재 교 육 원     
운영 및 기획

․ 예술영재교육원 
 선발 및 교육
․ 예술영재대상 수업

프로그램 운영
․ 예술영재 대상 체험
  학습 및 특강 프로
  그램 운영
․ 예술영재 공연발표,
 미술전시, 문집출판
 기획, 운영
․ 예술영재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운영

  다. 예산 및  시설 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2,874 1,974 2,239 1,964

    2) 시설 현황                                               (2014. 4. 1.기준)  
   ○ 토 지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
       - 소유자 : 광주광역시
       - 용  도 : 근린공원
       - 사용조건 : 3년 단위로 토지 무상 사용계약(2014. 2. 1.~2016. 1. 31.)
       - 면  적 : 14,876.6㎡
     ○ 건 물
       - 본관동(지하 2층, 지상 7층) : 관리실, 전시실, 도서관, 수영장, 공연장 등
       - 별관동(지상 2층) : 예술영재교육원
       - 연면적 : 18,322.72㎡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아주 특별한 방학특강
33개 강좌
757명 접수
656명 수료

40개 강좌
868명 접수
723명 수료

35개 강좌
784명 접수
675명 수료

16개 강좌
348명 접수
303명 수료

행복한 토요교실
29개 강좌
685명 접수
549명 수료

32개 강좌
763명 접수
614명 수료

32개 강좌
763명 접수
614명 수료

36개 강좌
상반기
접수중

자신감 충만!
방과후교실

18개 강좌
331명 접수
274명 수료

11개 강좌
197명 접수
170명 수료

12개 강좌
229명 접수
210명 수료

10개 강좌
상반기
접수중

나도 자격증이 있어요
1개 강좌
20명 접수
18명 수료

7개 강좌
141명 접수
119명 수료

9개 강좌
139명 접수
117명 수료

9개 강좌
상반기
접수중

2. 주요사업 추진실적

  가. 인간 중심의 학생문화 조성 
 개       요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문화․ 예술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창의성과 인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과 융합한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배려하고 소통하는 마음을 다
지게 하였으며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청소년을 위한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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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 고생을 위한 특강반 운영

구  분 운영내용 비  고
중․ 고생을 위한 KBS 한국어 능력검정 준비반 15회, 23명, 30시간
고 3 이여, 이미지 메이킹하라 4일, 30명,  9시간

    일일체험학습 운영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일 체험학습 운영
8개 강좌
9교, 15회
2,610명

9개 강좌
7교, 18회
2,700명

9개 강좌
18교, 32회
4,194명

9개 강좌 
14교, 36회
4,305명(예
정)

    장애우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지원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장애우체육활동지원 162회

3,094명 
87회

1,423명 
15회
300명

  성과 및 전망

   청소년들에게 특기적성교육 및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학습, 체험학습, 체육활
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다양한 자기계발
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협력교육을 통해 지
역 평생학습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나. 창의적 신장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개       요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놀이․ 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학생중심의 공연․ 전시 문화를 활성
화하였다. 또한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심신단련 및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정의 이론과 실기가 연계된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학생 수영체험학습 운영현황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생수영
체험학습

연 2회, 83개교
314학급, 7,785
명

연 2회, 115개교
456학급, 12,612명

연 2회, 93개교
414학급, 20,444
명

연 1회, 95개교
389학급, 9,767
명

     문화공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 연 장 54,983 65,388 68,170 6,900
전 시 실 39,020 22,630 27,950 1,900

체육관
실내농구장 7,065 7,923 9,146 5,998
배드민턴장 15,684 16,036 15,422 9,037
탁 구 장 8,658 9,176 9,210 6,680

수영장 수영장강습반 209,304 226,584 237,576 108,580
토요수영교실 321 901 450

  성과 및 전망

   지난해 8만 여 명의 관객들이 찾아와 공연․ 전시 등을 감상했을 만큼 지역 문화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공연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주 예술단체인 극단 <시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
으며, 연극과 뮤지컬 등을 공연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힐링의 장
이 되었다. 앞으로도 학생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 학교축제, 다양한 예술제 등 공연
․ 전시의 장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학생들의 협력교육을 강화했으며, 청소
년과 지역시민이 함께 찾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체육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체육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켰다. 또한 2013년부터 수영 체험학습을 우리회
관에서 주관하여 단위 학교별 수영 체험학습 비용 및 차량 임차 예산 편성, 집행에 따
른 교직원 업무를 크게 경감시켰으며, 타 수영장 이용과 비교하여 체험학습 비용(입장
료 및 강사료)을 절감하는 등 교육예산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 잠재성 발굴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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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개       요

  예술영재교육원은 2009년 11월 30일에 개원하였으며 2014년 현재에는 음악, 미술, 무
용, 문예창작 4분야를 운영하는 전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예술영재교육원이 되었다. 음
악, 미술, 문예창작은 중학생, 무용분야는 초등학생이 교육 대상이다. 대학 교수 및 예술단
체의 뛰어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이론 및 실기 지도와 특강, 체험학습 등을 무료로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정원의 20% 이내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을 우선 선발하여 재능은 있으나 
경제·사회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예술영재교육원 시설 현황
   각 분야별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시설을 꾸준히 구축해 왔으
며, 특히 2012년부터는 2층 규모의 예술영재원 별관 건물의 완공으로 각 전공별로 강의실 
및 개인 레슨실이 확보되어 더욱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시설 및 기자재
음악(14실) ․ 기악실(7), 성악실(3), 국악실(2), 악기보관실(1), 관현악실(1)

․ 악기 : 피아노(16), 바이올린(1), 호른(1), 가야금(2), 소리북(3), 장구(3)
미술(6실)

․ 회화실(2), 디자인실(2), 공예․조소실(2)
․ 장비 : 핸드롤러(1), 도예용물레(6), 컴퓨터(22), 빔프로젝터(4), 전자칠판
(1)

무용(2실) ․ 무용실(2)  ․ 장비 : 무용바(10), 컴퓨터(1)
문예창작(2실) ․ 강의실(2)  ․ 장비 : 빔프로젝터(1), 컴퓨터(2)

기타(5실) ․ 다목적실(1), 사무실(2), 협의실(1)
․ 컴퓨터(7), 빔프로젝터(1), 복사기(2), 프린터(3)

계  29실, 87점
    예술영재교육원 학생 현황

   2009년 개원 당시 음악, 미술 2개 분야로 시작하여 2011년도에는 음악, 미술, 문예
창작 3개 분야를 운영하였다. 2012년도에 무용분야를 추가 개설하여 현재에는 중학교 
과정의 음악, 미술, 문예창작 분야와 초등학교과정의 무용분야로 4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악 17 19 21 27
미술 24 26 29 27
무용 10 11 9

문예창작 16 20 18 28
계 57 75 79 91

  성과 및 전망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학생들은 수료 후 서울예고, 선화예고, 국립국
악고, 광주예고, 고양예고 등에 진학하여 예술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문예창작분
야 출신의 송상혁 군은 2013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였다. 앞으로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힘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 운영 
 개       요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예술꿈나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초․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의 환경에서 소외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음악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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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실 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 운영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은 예향 광주의 청소년 
음악을 대표하는 학생관현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 90여 명
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바쁜 학교생활에도 토요일마다 개인별․ 파트별 레슨 및 합주연습
을 하였고 합주를 통해 화합과 소통을 배우며 음악적 실력을 키웠다. 또한 매년 열리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주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 광주학생관현악단 업무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우리 회관으로 이
관되어 오면서 명칭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으로 변경되었다. 그 해 6월 여
수엑스포 행사 초청공연, 7월 하계캠프 운영 및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개
최, 11월 제8회 정기연주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희망콘서트를 가졌으며, 8월에는 첨단쌍암공원 야외
무대에서 한 여름밤의 호수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9월에는 대구영재유스오케스트라와 
영․ 호남 청소년 교류 음악회를 공동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더불어 
영․ 호남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11월 21일에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랑의 선율’이라는 주제로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성과 및 전망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은 여러 차례의 연주회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꿈나
무들에게 발표의 장과 합주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음악에 대한 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심성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고, 
소외계층의 학생들은 연주회 감상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되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관현악단은 음악 꿈나무들이 자신의 자질과 기
량을 마음껏 발산하고 예술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더욱 발전
된 모습과 활동으로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3) 다사랑합창단 운영
 개       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재능과 소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편
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합창공연을 통해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여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와 내국인 자녀가 함
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다사랑합창단 운영 현황
연도 내     용

2012년

 2012.  3. 다사랑합창단 창단
 2012.  8. 합창단원 모집 오디션 
 2012.  8. 다사랑합창단 여름캠프 운영
 2012.  9.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단다’공연 관람
 2012.  9. 광주합창제 참가
 2012. 11. 창단발표회
 2012. 12. 합창단원 모집 오디션

2013년

 2013.  3. 청소년을 위한 희망콘서트
 2013.  6.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예술제 참가
 2013.  8. 사랑의 콘서트
 2013.  9. 제26회 광주 합창제 참가
 2013. 10. 가족뮤지컬 ‘반디의 노래’관람
 2013. 11. 제2회 정기발표회 

  성과 및 전망

   2012년 창단된 다사랑합창단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내국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자녀와 내국인 자녀들이 
재능과 소질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 함께 배
우고 나누는 교육 실현의 성과를 기대한다.

  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식정보 ․ 소통 활성화
    1) 정보 자료 확충 및 이용의 효율화
 개       요

   지역 주민의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해 교양 도서, 전문 도서, 아동 도서, 수준별 영어도서, 다
문화 도서 등 양질의 최신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손쉽
게 다양한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료실 운영과 책바다(상호대차), 책나래(장애
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순회문고 등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정보자료 확충 
                                                      (단위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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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구입도서 10,569 9,021 10,049 4,563
기증도서 840 239 606 250

계 11,409 9,260 10,655 4,813

    영어도서 및 다문화도서 자료 확충
                                 (단위 : 권)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영어도서 914 588 857 538

다문화도서 842 549 250
계 1,756 588 1,406 788

    디지털자료실 운영 
                                           (단위 : 명, 점, 권)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용자 114,481 112,616 96,843 74,898
비도서 1,046 645 1,311 1,068
전자책 1,784 1,230 794 318

    책바다, 책나래,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순회문고 운영
          (단위 : 건, 권)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책바다(상호대차), 
책나래(장애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6 57 46 26

순회문고 127 409 310 150

  성과 및 전망

   다양한 분야의 정보자료 및 최신 자료를 확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의 정보욕구 및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다문화도서 코너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 최초 어린이 영어도서관 구축과 개인의 연령 
및 능력에 맞는 수준별 자료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영어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아동도서
를 전체 자료구입의 40%정도 구입하여 아동의 조기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2013년 시행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및 통합홈페이지 구축
․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통합도서서비스 구축을 통해 광주광역시 시립 및 구



립 도서관과 연계하는 서비스로 지역의 지식기반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문헌․ 정보자료 확충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
해 지역 주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숨 쉬는 독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 행복한 책누리, 독서의 생활화
 개       요

    지역주민에게 책 읽는 습관 형성과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실 책읽기 프로
그램, 겨울․ 여름 독서교실, 계층별 독서프로그램,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다
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겨울 ․ 여름 독서교실 운영
                                       (단위 : 교, 명)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 수료인원 학교 수료인원 학교 수료인원 학교 수료인원
독서
교실

겨울 14 48 15 45 19 48 19 44
여름 14 49 13 46 19 50 19 40

    어린이실 책읽기 프로그램 운영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어린이실 
책읽기 

프로그램

즐거운 책읽기 34회
501명

그림책과 함께
하는 책놀이 독서코치

40회 
1,497명

33회
827명

17회
306명

엄마랑 아기랑 책
놀이터

25회
335명

31회
461명

17회
221명

북적북적 엄마랑
아기랑 책놀이터

31회
693명

엄마랑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32회
313명

16회
208명

Book! 같이놀자 15회
220명

책과 함께 색깔놀이터 15회
225명

16회
2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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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독서
프로그램

냠냠, 책먹는 아이들
(어린이 책동무회)

36회
426명

111회
2,570명

138회
3,110명

45회
1,125명

신나는 독서토론
논술교실

15회
148명

15회
400명

24회
509명

15회
375명

북아트 역사교실 16회
320명

책갈피 방학 플래닝
교실

8회
112명

책나래 비전스쿨
및 숲향기 체험

8회
94명

독서코칭 12회
298명

6회
120명

주부독서회 12회
132명

12회
135명

12회
205명

6회
100명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 
                                    (단위 : 매)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휴관일 달력 
배부 5,000 5,000 5,000 6,250

특강 부모대상
자녀교육

부모대상 자녀
교육, ‘2012 
독서의 해 
책읽어주세요’ 
특강

주부독서회 강사
초청 독서토론회

주부독서회 
강사초청 
독서토론회

특별행사
및 전시회

어린이도서
연구회 빛그림
상영, 북아트
체험

어린이책동무회
작품 전시회

한국그림책 전시회, 
북아트& 냠냠, 
책먹는 아이들 
결과물 전시회

독서프로그램 
결과물 전시회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도서관 문화
마당 체험 부
스

‘짠! 탱탱 아이
클레이가 책 
속 
친구로 변신’

‘짠! 탱탱 아이클레이
가 책 속 친구로 
변신’  

독서관련 체험
부스 

5개도서관
연합 책읽기 행
사

공동 홍보 리플
렛 
및 북스텝핑

북스텝핑 및 도서
관
탐방

북스텝핑 및 
공동홍보
행사

  성과 및 전망

   유․ 아동 및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
을 촉진시켰으며, 조기 독서지도로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독서 능력 개발에 기여하였다.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독서가 
지역주민에게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친화적인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발․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8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3) 영어독서 프로그램 및 성인 평생교육 강좌 운영 
 개       요

   2009년 9월 광주 최초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유형 및 주제의 영어자
료를 구입하여 수준별로 비치함으로써 체계적인 영어독서활동을 지원하였다.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영어동화 읽어주기, 영어 동요 부르기, 엄마
랑 아이랑 영어동화 읽기, 짝꿍과 영어동화 읽기와 같은 다양한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책을 통해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직업․ 전문 교육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인력의 고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추 진 실 적

    어린이 영어도서관 이용
                                        (단위 : 명, 권)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 용 자 132,029 131,678 145,031 58,656
이 용 자 료 303,255 336,641 379,677 206,160

    어린이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원봉사자 동화
책 읽어주기 98회, 780명 95회, 1,388명 73회, 745명 26회, 286명
영어동요 부르기 38회, 701명 70회, 890명 60회, 609명 17회, 187명
엄마랑 아이랑 
영어동화 읽기 77회, 1,293명 67회, 1,158명 58회, 836명 17회, 204명
짝꿍과 영어동화
읽기 16회, 641명 12회, 406명 11회, 368명 12회, 312명

    평생교육강좌 운영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생교육강좌
11개 강좌
195명 접수
168명 수료

12개 강좌
232명 접수
196명 수료

10개 강좌
209명 접수
170명 수료

12개 강좌
상반기
접수중

  성과 및 전망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영어 동화책, 미국교과서 등 양질의 영어자료를 구입하였으며, 
개인의 능력과 관심 분야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준별․ 주제별로 제공하였다. 또한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비용․ 고
효율의 영어교육 모델 개발 및 확산, 계층 간 영어 학습 격차 완화와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정보의 중심이 되기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