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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가. 연 혁 
연월일 연     혁

2008. 10.  9.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종합 계획 수립
2009.  7. 28.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2010.  1.  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공포(조례공포 제3771호)
2010.  2. 17.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광주광역시 교육규칙 제428호)
2010.  3.  1.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겸임원장 김순자 발령
2010.  8.  4.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준공
2010.  9.  1.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순자 직무대리 발령
2010.  9.  9.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개원
2013.  3.  1.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오화심 직무대리 발령
2014.  3.  1.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초대원장 오화심 부임

  나. 조직과 기능
    1)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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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 1 1 1 5 9 1 1 1 1 1 1 1 1 1 2 28

    3) 주요 업무 내용
연구․운영과 관리과

․ 주요업무 기획
․ 교육연구 기획․운영 
․ 유치원 교원 연수 기획․운영
․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개발
․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 유아체험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 학부모연수 및 상담 활동 운영
․ 유치원 평가 및 유아교육 종합 컨설팅
․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기획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 교재교구 대여센터 운영
․ 보담놀이실, 꿈샘 도서관 운영

․ 세입․ 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집행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 시설관리 및 소방․민방위 업무
․ 직원 복무․급여․복지에 관한 사항
․ 비상대비 및 보안 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 기록물 관리 및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 계약제 직원 관리
․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관용차량 관리․운영

  다. 예산과 시설 현황
    1)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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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부 속  시 설  

연수동

1층 376.20 만남의 방, 요리조리방, 꿈누리도우미실, 보건실, 당직실
2층 482.13 원장실, 연구․운영과, 관리과, 인쇄실
3층 1,303.62 꿈샘도서관, 어울림마당, 강당, 회의실, 교재․교구 대여실, 강의실Ⅰ, 

강의실Ⅱ
4층 540.87 체력단련실, 플로터실, 정보서버실,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제작실, 

예절체험실

체험동
1층 1,074.79 무지개 마을, 아기돼지의 조형 마을, 개미와 베짱이의 숲 속 마을, 

토끼와 거북이의 건강 마을, 신체운동 마을, 요리 마을
2층 852.20 호기심 마을, 우주 마을, 인형친구와 신나는 마을, 상상 마을,  

깨비의 음악 마을
3층 216 책놀이 마을(꿈샘도서관)

옥외 103.40 청개구리 마을(교통공원, 사계절 썰매), 자연생태 마을

구  분 예산현액 비 고
유치원 교육 관련 연수 50,594
유치원 교육지원 48,500
유치원 평가 19,990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198,314
기본학습 능력발달 교육지원 9,100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 208,416

계 534,914

    2) 시설 현황
     ○ 토 지                                                           (단위 : ㎡)

지목별 면  적 비 고 
부지면적 7,836.5
건축면적 1,484.96
실외면적 1,630.77

기타 4,720.77   

     ○ 건 물                                                       (면적단위 : ㎡)

     ○ 실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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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3 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5

2. 주요사업 추진실적

  가. 전문성을 신장하는 맞춤형 연수
 개       요

   누리과정의 안정적 착근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현장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특수 분야 직무 연수, 경력과 직급에 따른 생애 주기별 연수, 방과후과정 관련 연수를 진
행하였다.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하여 학부모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원의 실태, 건의 사항 등 연수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한 후 이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연수
의 효율성 및 만족도를 높여 왔다. 

 추 진 실 적

    교원능력 개발 연수(특수분야 직무연수)
   누리과정의 안착, 교원의 수업기술 향상 등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연수 학
점제(15, 30시간)를 운영하여 1,369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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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황]

                                                                    (단위 : 명)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국악 난타 17 18 52 87
레벨 업! 프레젠테이션! 19 19 38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교수․ 학습자료 제작1, 2기 53 53
미술로 알아보는 유아심리 24 28 52
북아트로 접근하는 유아 문학활동 29 29
성공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과정 22 22
손글씨를 활용한 교실 환경구성 18 18
포토샵과 프리미어를  활용한 교수
․
학습자료 제작

46 28 30 104
풍선아트 19 19
유아 창의성 증진을 위한 동화 활
동의 실제 20 20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원 연수1, 2, 
3기 및 추가연수 675 675
우쿨렐레를 활용한 음악 활동 19 30 49
유아체육 이론과 실제 20 20
재미팡팡 유아 과학활동 19 19
고품격 감성 스피치 매너 19 19
재미있게 배워 알차게 활용하는 엑
셀 19 19
유아 숲 생태교육&숲 유치원
프로그램 현장 적용 18 18
관리자 역량 강화-실전, 강의 
Skill Up-Grade 20 20
유아의 감성능력 함양을 위한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 28 28
글로벌 시대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향상 30 30
유아교육현장 지원을 하는 
스마트 활용 교육의 실제 30 30

계 247 828 206 88 1,369



    교원 연수
   직무 수행 능력을 신장하고,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의 경력과 직급별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6,648명의 교원이 참석하였다.

[�� �� 현황]

                                                                    (단위 : 명)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사업추진계획 설명회 170 183 196 249 549
공․ 사립유치원 (원장․감, 교사)
직무연수 410 441 517 510 1,368
공․사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 229 243 269 74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 393 1009 1,402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부장교사 연
수) 19 19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
법 203 203
창의성 증진을 위한 종이접기 58 58
그림책과 함께하는 전래 놀이마당 46 46
유아 숲 생태교육 70 70
유치원 운영계획서, 시범운영보고서, 
사례보고서 작성의 실제 185 185
공립유치원 원(교)감 연수 85 0
교실환경 꾸미기를 위한‘힐링 냅킨아트’ 21 0
유아교육과 심미수업 주제에 대한 
미학적 접근 31 0
제2주기(’13학년도)유치원 평가 계
획 
및 평가대상 유치원 업무 담당자 연
수

126 92 179 110 218

유치원 평가 우수사례 발표회 104 110 104
생애주기별 연수(초임·성장기) 90 0
생애주기별 연수(성숙기) 90 0
생애주기별 연수(원숙기, 부장교사) 30 0
사립유치원 회계과정 연수 180 0

계 935 2,037 2,417 1,259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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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과정 관련 연수
   방과후과정의 질 향상과 현장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3,712명의 방과후과정 담당 교
원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 �� �� 현황]

                                                                    (단위 : 명)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재미팡팡 코코팡팡 과학활동 57 57
아하 뮤직 음악이론 및 실기 84 84
창의아트 미술이론과 실기 104 104
북아트와 종이접기 109 53 162
행복충전 오르프 활동 45 45
튼튼 체육 이론과 실기 81 81
교육연극과 마술을 활용한
주의집중 및 흥미유발방법 69 52 121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한 창의성 
교육실기 25 44 69
사진/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알짜 
마스터 51 51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연수 170 156 189 190 705
창의·인성으로 유아들의 행복 찾기 56 56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업무 관리
시스템과 에듀파인 이해 96 31 60 187
그림책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마당 118 118
주의집중 및 흥미유발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105 105
쉽게 배워서 알차게 활용하는 엑
셀 106 106
유아국악난타 84 39 123
나도 풍선아티스트 48 56 59 60 223
파워포인트 제작 68 68
유치원 세대간 지혜나눔 및 방과
후 특성화 강사 직무연수 478 106 191 170 945
마음이 자라는 숲 생태 체험 활동
의 실제 68 68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인성 지도 73 73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발문 41 41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의 스마트 
활용 60 60
쿠키 클레이 수업하기 60 60

계 1,321 1,100 751 540 3,712
    학부모 연수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 증진, 자녀 이해와 부모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도모하기 위하여 2,969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 �� 현황]

                                                                  (단위 : 명)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생각을 키우는 그림책 여행 20 119 139
그림으로 읽는 자녀 마음 23 23
자녀와 효과적인 대화방법 20 97 117
유아 미디어 놀이 9 9
생활 공예품 만들기 15 15
종이접기로 만드는 생활용품 57 57
웃음꽃이 피는 우리집 215 215
생각을 키우는 그림책 여행 20 119 139
그림으로 읽는 자녀 마음 23 23
자녀와 효과적인 대화방법 20 97 117
유아 미디어 놀이 9 9
생활 공예품 만들기 15 15
종이접기로 만드는 생활용품 57 57
웃음꽃이 피는 우리집 215 215
오르프 음악활동을 통한 행복 충
전 16 16
세상을 움직이는 유아 리더쉽 28 28
자녀의 오감발달을 위한 학부모
요리교실 157 100 80 40 377
우리아이 쑥쑥 키우는 성장마사지 13 13
유아의 두뇌 발달을 위한 종이접
기 29 29
자녀와 함께하는 조물조물 클레이
아트 39 39
감성UP! 스토리텔링을 통한 북아
트 30 30
자녀 뇌 활성화를 위한 부모코칭
(뇌교육) 30 110 140
손끝으로 전하는 엄마의 사랑 48 48
압화를 활용한 목걸이와 수저받침
만들기 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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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과정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퀼트를 활용한 주머니 만들기 19 19
창의·인성으로 우리 아이 행복 찾
기 119 119
행복한 유아 좋은 부모 되기 121 121
유형별 자녀양육방법과
그림으로 알아보는 유아의 심리 117 117
올바른 부모 이해 및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학부모 연수 200 200
유아기 독서학습코칭 152 152
한지 닥공예 만들기 227 227
초등학교 예비학부모 연수 30 109 139
멋진 부모가 되기 위한 자기분석여행 122 122
누리과정 적용에 따른 유아기 창의성 계발 172 172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유아 성교육 62 62
올바른 소비습관을 위한 유아경제교육 63 63
천연재료를 이용한 바른 먹거리알기 87 87
성공하는 우리 아이로 키우기 30 30

계 812 1,133 735 289 2,969

  성과 및 전망

   현장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연수 방법을 개발하고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교원 및 학
부모의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자아실현을 통한 교직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향후에도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고 현
장으로 찾아가는 연수 등 교원과 학부모의 요구 및 특성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연구 및 현장 교육 지원
 개       요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교실수업 개선 및 교원의 현장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교원 연구 동아리 지원, 누리과정의 안정적 착근을 위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보급, 유치원 현장에서 구하기 힘든 교재·교구 및 행사용품 등을 대여해주는 교재‧ 교구 대



여 서비스 지원, 소규모 유치원의 원활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유아 수송 버스 
지원 등을 통하여 교실수업 개선과 교원의 업무경감에 기여해왔다.

 추 진 실 적

    유치원 평가
   제 2주기(2011~2013년도) 267개원의 평가를 실시하여 유치원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 ���� 현황]

                                                                     (단위 : 원)
           연도평가대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공립 33 47 38 43 161
사립 53 43 53 67 216
계 86 90 91 110 377

    교원 연구 동아리 운영
   교원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4년간 21개 동아리에 2,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의 연구 풍토를 조성하였다.

[�� �� ��� ��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공립 6 2 4 2 14
사립 4 2 1 7
계 10 4 4 3 21

예산지원 10,000 4,000 6,000 6,000 26,000
    교수 ․ 학습 자료 개발 ․ 보급
   유치원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수․ 학습 자료 1종(47,832천원)과 누리과정에 적합한 교
수․ 학습 웹자료 2종(66,000천원)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
하였다.

[���� �� �� ��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부,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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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교수․ 학습 자료명 배부량 예산지원
2011년 인형극 놀이세트 제작 및 보급 1,000 47,832
2012년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유아 성교육 자

료 CD500 (홈페이지 탑재) 30,000
2013년 명화를 활용한 누리과정의 통합적

활동-미술관에 간 꿈이, 누리 CD700 (홈페이지 탑재) 36,000
계 113,832

    교재 ․ 교구 대여 서비스 지원
   유치원에서 구하기 힘든 교재․ 교구의 대여, 플로터 출력 서비스 제공 등 1,777건을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업무 경감과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교재 ․�� �� ��� �� 현황]
                                                                    (단위 : 건)

                연도지원내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교재·교구 대여 16 34 44 25 119
플로터서비스 71 343 346 175 935
멀티미디어제작지원 17 329 327 50 723

계 104 706 717 250 1,777   

    유아 수송 버스 지원
   농촌 지역 및 소규모 유치원의 원활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수송 버스를 
389회를 지원하였다.



[�� �� �� �� 현황]

                                                                     (단위 : 회)
                연도지원내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유아 수송 버스 지원 154 183 52 389

  성과 및 전망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기관 평가와 교원 연구 동아리 지원, 교수․ 학습 자료 개발 ‧
보급, 교재‧ 교구 대여 서비스 지원 등으로 유치원 현장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경쟁력 제
고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다양한 현장지원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교원의 업무경감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충실을 기할 것이다.

  다. 창의와 인성을 기르는 유아 체험교육
 개       요

   유아 발달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유아전용 실내․ 외 13개 체험시설에서 유치원 교육
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증진하고 학부모, 지역
주민 등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 풍토 조성에 노력
해 왔다. 또한 선생님 미리 체험하기 연수를 실시하여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극대화
하고 꿈누리 도우미와 보건실 운영으로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유아들이 보다 안전하
고 즐거운 체험을 하도록 지원해왔다.  
   
  추 진 실 적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단체체험, 가족체험, 특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만 3~5세 유아 
186,439명이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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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황]

                                                                  (단위 : 명)
          연도프로그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단체 체험 34,878 34,053 29,463 24,000 122,394
가족 체험 10,657 11,687 9,660 6,624 38,628
특별 체험 5,021 4,571 10,425 5,400 25,417

계 50,556 50,311 49,548 36,024 186,439

    선생님 미리 체험하기 및 꿈누리 도우미 운영
   선생님 미리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1,029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으며, 꿈누리 도우미 운
영으로 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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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대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선생님미리체험하기 284 342 218 110 954
꿈누리 도우미 운영 20 25 20 10 75

계 304 367 238 120 1,029

  성과 및 전망

   유아 발달 수준 및 흥미에 적합한 실내·외 13개 체험영역에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
계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유아에게 제공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창의성, 탐구력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통한 전인발달을 도모하였다.
   또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무상 이용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
으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다 많은 유
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다양화하고,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유치
원 현장 수업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개       요

   다문화 가정 및 발달지연 유아에게 기본학습능력 발달교육 지원과 보담놀이실 운영으
로 맞춤식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결손 예방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문화 가족 체험 한마당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긍정적 경
험을 제공하며,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으로 인형극 관람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적 감
수성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교육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추 진 실 적

    기본학습능력 발달교육 및 다문화 가족 문화체험 지원
   발달 지연 유아 182명에게 기본학습능력 발달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유
아 390명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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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내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발달지연 유아교육 지원 74 68 40 182
다문화가정 유아교육 지원 57 44 40 141
다문화 가족 문화체험 지원 116 50 63 20 249

계 247 162 143 20 572
   보담놀이실 운영
   유치원에서 부적응행동 및 정서적 문제 행동을 가진 83명에게 모래놀이와 감각통합 
운동놀이를 제공하여 올바른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증진하였다.

[����� �� 현황]
 (단위 : 명)

                연도프로그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모래놀이치료 16 16 4 36

감각통합 운동놀이 치료 18 23 6 47
계 34 39 10 83

    꿈샘 도서관 운영
   유아․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78,530명에게 도서 대출 서비스와 교육 정보를 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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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황]
(단위 : 명)

                연도  내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도서대출 1,890 11,091 13,597 6,400 32,978
이용자수 2,230 11,807 12,606 5,800 32,443

책놀이 단체 체험 프로그램 2,380 4,249 4,630 1,850 13,109
계 6,500 27,147 30,833 14,050 78,530

    찾아가는 인형극 지원
   유아의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증진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80개의 유치원을 순
회방문하여 공연하였다.

[���� ��� �� 현황]

                                                                    (단위 : 원)
                연도공연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37 21 58
방귀쟁이 며느리 47 47
아들이 사온 선물 35 35
사자 임금님과 충치도깨비 92 92
망주석과 씩씩이 48 48

계 37 103 92 48 280

  성과 및 전망

   다문화 가정 및 발달지연 유아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유아들의 올바른 인성 및 정서 함양, 사회성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 향후에
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보담 놀이실 운영과 다문화 가족 체험, 현장 지원을 위한 찾
아가는 인형극 공연으로 소외됨이 없는 평등한 교육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