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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사업보고개요

사람과 사람

 1. 지역협의회와 파트너십 강화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환경조성
 2. R&D 사업으로 지역사회교육 정책제안 및 연구기능 강화 
 3. 종합적인 학교안전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4. 타운미팅을 통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문화 확산
 5. 온․오프라인 부모교육 보급으로 좋은 부모 자격증 시대
 6. 아버지다움 연구소: 아버지교육의 사회적 관심 확대 
 7. 인성교육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차세대 리더십 강화
 8.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
 9. 인문학당 확산과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로 인문교육 활성화 
10. 효율적 회원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확대로 회원과 소통
11. 원격교육사업 다각화
    (온라인 학점센터, 온라인 부모교육, 교원연수 등) 

■ 기획사업 – 컨설팅을 통한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강화

1.�지역협의회의 운영기반 안정화를 돕기 위한 조직,�사업,�회계 분야 컨설팅 7회 실시

2.�제31차 지역사회교육포럼 :�사람과 사람 �우리말의 위기와 희망

3.� 원격평생교육원 아동학전공 8개 과목 운영 1,533명 참가,� 8개 과목 학점인정 추가

인가 (총 16개 과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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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사업 - 지역사회교육 연구개발 사업 강화

1.�프로그램 지도자 자격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

2.�전국협의회 워크숍으로 실무자 간 소통 및 전문역량강화

3.�신규 및 승급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프로그램지도자 워크숍 실시

� � � (2차,� 292명)

4.�전국프로그램지도자 자격증 수여(293명/�수석 5명,�전문 11명,�책임 277명)

� � � 2013년 현재 60개 분야 5,802명에게 자격수여

5.�지역협의회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전국협의회 사업추진자료 발간

6.�민간자격 관리 및 총 12종의 신규 민간자격 등록 완료

7.�홈빌더 운동 사업설명회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비전 공유

8.�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가치를 담은 총 6종의 연구보고서 및 연구지 발간을 통 한 연구

기능 강화

■ 학교안전사업 - 학교안전컨설팅사업 체계 구축 

1.�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행으로 지역사회 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2.� 체계적인 과정 구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87명 참가),� 학교안

전 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 (42명 참가)�실시

3.� 지자체 및 학교 네트워크 형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학교안전 프로그램 실시(송파구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 운영)

4.� KT그룹 희망나눔재단 협력사업 -�이용자 개인정보보호교육 전국규모 실시

� � � (779회,� 300,763명)

5.�학교안전 컨설팅 및 인증사업에 대한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

6.� 학부모 및 교사 대상의 특강 및 워크숍 실시를 통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에 대한 인식 고양

■ 시민리더십사업 - 시민리더십교육 확대

1.�지역사회 내 재능기부 활성화와 시민리더십 증진을 위한 재능나눔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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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민리더십 함양을 통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실시

3.�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타개하고 친가족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실시(경기도

군인인구교육 91개 부대 15,390명 참여,�광명시청 민방위대원 대상 교육 실시)

4.� 지자체 평생교육 담당자 및 강사 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영주시

청 및 도봉구청)

5.�지역사회 내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안산시 건강지도자 대상 민주시민교육

-� Good� Citizen,� Good� Community� 실시

6.� 폐광지역 다문화가정(여성 및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12/13,� 영 월

군 미래코 한울타리 교실)

7.�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저출산 ․ 고령화 연구회 운영

■ 부모리더십센터 – 1020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협의회 지도자 과정 활발 

1. 「1020�부모」�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대상의 프로그램 특성화

2. 전국 14개 지역협의회 9개 과목 318명 부모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지원 및 실시

3. 전국 13개 지역협의회 6개 과목 189명 지도자 전형실시

4. 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 2회 315명 대상,�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5. 부모교육 2개 과정 교재 재제작(자녀의 진로지도,�부모자녀의 대화법)

6. e-부모에게 약이되는 이야기 회당 11,000여명,� 6회 발송

7. 정규과정 총 382회 29,293명 대상 부모교육 실시

■ 아버지다움연구소 – 아버지다움 사업을 통한 홍보 및 사회적 이슈 형성 

1. 아버지와 자녀간 인식조사 및 아버지다움 토론회 실시를 통한 아버지역할

� � �재인식 기회 마련

2. 아버지 캠프 실시로,�아버지와 가족 프로그램 확대 운영

3. 아버지 UCC·글·사진 공모전과 아버지 땡큐 콘서트를 통해 아버지다움 사회적 이슈화

4. 아버지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함께하는 아버지들’�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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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리더십센터 – 선생님 자랑대회 전국적 실시로 공교육 활성화 기회 마련  

1. 전국 7개 분야 71명(책임 64명,�전문 7명)지도자 전형실시

2. 차세대리더십센터 분야별 지도자 워크숍 2회 108명 참여로 인한 전문성 강화

3. 평생교육사 실습 총 8차 69명 실시 및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매뉴얼 제작

4. 교육부 및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연합 후원으로 전국 31개 지역 중심으로 선생님·학생·

부모님 자랑 글쓰기 대회 실시

5. 전국 14개 지역협의회 선생님 자랑대회 실시 지원

■ 도서관 친구 – 재능기부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 

1. 송파구 내 어린이도서관(5개소)�위탁운영 및 토요학교 체인지 7차 75회 실시

2. 송파구청 지원 송파 은나래 독서자원활동가 양성 (2회 118명)�

■ 인문교육원 – 인문교육, 우리문화와 함께

1.� 인문교육 전문기관으로 홍보

2.� 청소년 창의 인문학당 시범사업 실시

3.� 전문 프로그램 개발 �의례코칭,� 전통문화체험,� 창의인성요리지도자과정

4.� 매너코칭 프로그램 활성화(영남권-경주,� 구미,� 부산)(호남권-전주,� 광주)

5.� 차문화축제 및 다도발표회 �단체전 참가팀 활성화로 다도문화 보급 확대

6.� 협력 및 공모사업-�서울시 어린이 문화체험,� 김포 신양초 ‘글로벌 매너’등

■ 회원사업 – 전국협의회 시스템 기반마련 및 홈빌더운동 기획

1.� The� KACE� Friends� 모임 실시 (67명)

2.� 전국협의회 회원관리 시스템 MRM(Member� relationship� Management)� 도입

및 교육

3.� 신규 CMS회원 910명 현재회원 총 5,208명

4.� KACE� 회원수첩 제작 및 배부

5.� 홈빌더운동 (위기가정과 따뜻한 손잡기)�기획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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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사업 - 지역협의회 홍보활동지원 강화 

� 1.� 새이웃 380/381호 각� 9,000부 제작 및 배부

� 2.� e새이웃 리뉴얼 및 25회 발간 /�평균 12,415명에게 발송

� 3.� 지역협의회 홈페이지 중앙협의회 홈페이지와 연동

� � � � -리뉴얼:� 개인정보 관리,� 이력관리 추가설계,� 카드결제 등

� � � � -관리:� 메인슬라이드 46개,� pop-up� 10개,� 공지사항 64개,� 내부시스템

� � � � 22개 연중관리

� 4.� 지역협의회 홈페이지 컨설팅 및 홈페이지(13개 협의회)�제작

� 5.� 지역협의회 대표메일 등록 (20개 지역협의회)

� 6.� 블로그 ‘에듀앤스토리’(142건),� 트랙백,� 페이스북,� 트위터(164건)를 이용한 온라

인 홍보

� 7.� 사업별 안내지 6종 제작 및 배부

� 8.� 전국 새이웃 기자단 까페 운영 (관리 글 267개)

� 9.� 지역사회교육운동 동영상 2개 제작 및 배부

10.� KACE사업 컷 6개,� 캘리 그라피 40개제작 및 공유

11.� 본회 행사 및 사업관련 사항 언론보도 :� 1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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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기획

제31차
지역사회교육포럼

1

목적: ‘사람과 사람’을 주제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이 실천할 
과제들을 찾아본다.

주제: 사람과 사람-우리말의 위기와 희망
시기: 11월 8일(목) 13:30~17:00
장소: 한국언론제재단 국제회의장
대상: KACE 회원 및 평생교육관계자 250여명

아산지역사회교육상

운 영
1

목적: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창시한 뜻을 기리고, 교육을 통하
여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에 이바지한 숨은 지
도자를 발굴하여 시상한다.

 제7회 아산지역사회교육상 시상식
    시기: 2월 20일(수) 11:00~12:30
    장소:지역사회교육회관 새이웃소극장
    수상자:이창기KACE시흥
    방법:공개모집 및 추천 심사
 제8회 아산지역사회교육상 운영위원회 및 수상자 모집  

  정책연구모임 및

  기획연구활동
연중

목적: 지역사회교육운동추진과 발전전략을 논의한다.
내용: 미래전략회의 3회(12/2, 12/13, 12/20)
대상: 임원, 중앙 및 지역 실무자 20명 
      외부 전문가 4명

지역
협의회 
컨설팅

신규협의회 지원 연중
목적: 신규협의회 운영지원 
내용: 신규협의회 설립 요청 협의(포항, 이천)
     발족초기단계 자립기반 마련 운영비 지원(KACE화성) 

지역협의회 

방문지도 
연중

목적: 전국협의회의 다양한 현황과 여건을 중앙협의회 회
장단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용: 컨설팅
       KACE인천(8/2),KACE대구(9/26),KACE전주(9/30)
      KACE경주(10/7),KACE대전(10/10),KACE서울

2(10/14)
     현안문제 협의 및 방문지도(KACE인천, KACE부천)
     정기총회 및 개소식방문(KACE안양,KACE구미)

네트워크 회의 연중

목적: 전국협의회 간 정보교류와 발전적인 사업추진 노하
우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발전방안을 협
의, 모색한다.    

내용: 신년인사 및 프리젠테이션(1/24) 76명 참석
     신임회장연찬회(6/4) 신임회장 7명 참석
     권역별회의(영남권 3/26 강원권 4/22 경기권 5/20)
     전국회장사무국장 연석회의 10/18 42명 참석

2013년도 사업보고서

￭ 기획사업 - 컨설팅을 통한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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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지도력 개발 2회

목적: 본회 프로그램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야별 
신규 위촉 및 승급대상 프로그램지도자를 대상으
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이념과 사명을 고취시킨다.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
지도자 네트워크 자격신청 페이지 개설 및 이력관리 
연동시스템 구축, 실무자 승인시스템 개편

‧전국프로그램지도자 워크숍
  시기, 장소, 참석인원
 -1차 (5/22~23) 용인 대웅경영개발원 161명

  -2차 (5/30) 지역사회교육회관 131명
  -영상: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역사와 성과

-강의: 매력있는 교수자가 되려면, 함께 만드는 행복
한 세상의 길, 브리꼴레르: 스펙이 필요 없는 
시대를 지배하는 새로운 리더상, 세계권력구조 
변화와 대한민국의 창조적 세계화 전략

-워크숍: 만남의 즐거움, 배움의 기쁨, 성장과 나눔을 
통한 보람

-사례발표: 우리 프로그램을 소개 합니다
-공동체 활동: 우리는 하나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지역협의회 임원 

워크숍
1

목적: 지역협의회를 이끌어가는 임원의 지도력을 규합하고 
확대하여 지역사회교육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기:4월 30일
대상:KACE제주 임원 22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연중

목적: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여 실무자
의 전문성과 자세를 확고히 한다.     

내용: 신임실무자교육 7/3~4 지역사회교육회관 11명 참석
     전국실무자워크숍 8/26~27 지지향(파주) 68명 참석

회의

 제46차 정기총회 2월

목적: 2012년도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하고 2013년도사업계
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시기: 2월 20일 13:30~14:30
장소: 지역사회교육회관 소극장
대상: 대의원 155명

 이사회의
목적: 협의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 추진한다.
시기: 1월, 5월, 10월

■ R&D사업 – 지역사회교육 연구개발 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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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프로그램지도자 자격증 수여식
  시기 및 장소
    -6/20, 지역사회교육회관 새이웃 소극장
  내용: 동영상 상영, 식전행사, 시상, 프로그램지도자 

자격증 수여, 사명서 낭독, 비행기 날리기 등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지도자상(10명)
     1020사춘기부모교육팀, 자기주도학습팀, 의례코칭

팀, 청소년창의인문학당팀, 매너코칭팀, 부모교육
교재번역팀, 김현숙(구미), 남미애, 양혜윤(서울2), 
임명희, 전미순(서울3), 조랑(시흥), 김윤정(전주), 
김소정(춘천)

    -프로그램지도자 양성부문: 김정미(부산)
    -자격증수여: 24개 지역 293명에게 신규 및 승급 

자격 수여
     (책임 277명, 전문 11명, 수석 5명/ 부모교육 

137명, 인문교육 83명, 차세대리더십 63명, 기타 
10명)

     *2013년 현재 프로그램지도자 자격증 수여자:
      60개 분야, 5,802명

실무자 워크숍 1회

목적: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여 실무

자의 전문성과 자세를 확고히 한다.   

‧ 전국 실무자 워크숍

  시기, 장소, 참석인원
  - 8/26~8/27 파주 아시아 출판정보센터, 65명(28개 

지역) 참석 

연구개발

지역협의회 자료조사 연중

목적: 지역협의회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자립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마련

한다.

‧2012년도 전국협의회 사업추진자료 
시기: 2/20 발간

내용: 협의회 사업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기획 및 회계 

실무지도, 협의회 시설 및 환경 점검, 협의회 운영 

및 현안문제 해결책 모색, 발족초기단계 협의회 지

원, 운영기반 조성이 필요한 협의회 지원 등을 위

한 기초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 등 포함한 자료 

발간

민간자격 관리 및 

등록
연중

목적: 민간자격 관리 및 등록을 통해, 신규 프로그램 개

발및 지도자 양성을 활성화한다.

등록 과정 명: 체험학습지도자, 동화구연지도자, 동

극지도자, 스피치토론지도자, 청소년

진로코치, 자기주도학습코치, 전통문

화체험지도자, 의례코칭사, 역사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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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창의인성요리지도자, 지역사

회교육코디네이터, 학교안전컨설턴트 

(총 12개 자격)

프로그램 개발 1회

목적: 우수프로그램 공모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보급하

기 위한 사업과 협의회 기반조성에 필요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협의회 활성화를 돕는다. 

‧ 건강한 가정 만들기- 홈빌더 운동 사업설명회
시기 및 장소: 11/18, 지역사회교육회관

내용: 전국협의회를 대상으로 공모한 홈빌더 운동 프로

그램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이를 평가하

고 지원

지원협의회: 강릉, 경주, 고양, 구리, 대구, 서산, 서울, 

서울2, 서울3지구, 성남, 시흥, 안산, 울산, 원주, 

의정부, 인천, 전주, 춘천 (총 18개 협의회)

프로그램 연구 연중

목적: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교육운

동의 확대‧보급 및 지역협의회 발전에 기여한다.

내용: 군인대상성가치관교육 사업보고서, 출산친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군인대상 인구교육 사업보고서,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 Ⅰ, KACE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핸드북,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동행- 2012 KACE 

학습동아리 운영사례집Ⅱ, 학교평생교육 운영사례

집Ⅱ(총 6종의 연구보고서 및 연구지 발간)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학교안전 

지도자 

양성

학교안전 강사양성 

과정
2회

목적: 학교안전의 환경조성방법, 학교안전지수 보급, 학

교폭력예방교육, 학교의 위기관리 등에 관해 교장, 

교사 등 학교안전 관련자의 학교안전역량을 개발한

다.

‧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

  내용: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 및 분야별 교안구

성

  시기: 7/8~9/5, 8차시(72시간)

  인원: 87명

 ‧ 학교안전 컨설턴트 양성

■ 학교안전사업 – 학교안전컨설팅사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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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학교안전진단 및 컨설팅이 가능한 학교안전 전문  

  가 양성

  시기 및 장소: 

  심화과정 - 2/10~5/11, 5차시(30시간), 10명 수료

  기초 및 심화과정 - 11/4~12/4, 10차시(60시간),

                    32명 참석, 30명 수료 

학교안전
진흥사업

학교안전교육 연중

목적: 학교안전을 위한 개선활동의 방향, 학교폭력예방 

등 학교안전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

는 학교안전을 반영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각 학교별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용자개인정보 보호교육
  시기: 2013.3~2013.12
  내용: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 중독,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779회, 300,763명

‧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특강 및 교사연수
  시기 및 내용: 
  9/9 서울 삼전초등학교 학부모 특강

  9/16 서울 광남초등학교 학부모 연수

  10/10 서울 신원중학교 교사연수

학교안전인증사업 연중

목적: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함에 따

라 학교 안전을 위한 노력에 힘쓰는 학교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도함으로 안전한 학교만들기 분위기를 조

성한다.

‧ 학교안전컨설팅 및 인증사업
 시기: 2013.8~2013.12

 내용: 서울 동교초등학교 컨설팅 및 인증사업 실시

학교안전 컨설팅 연중

목적: 지역사회교육운동에 부합하는 안전한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학교안전 컨설팅
 시기: 2013.5~2013.12

 내용: 서울 삼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학교안전 컨설팅 

실시

공모 및 

협력사업

학교안전 공모 및 

협력 사업
연중

목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공모, 협력 사업을 통해 다양

한 학교안전프로그램을 제안, 운영한다.

내용: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안전종합계획 등

‧ 안전행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사업명: 학교안전 종합프로젝트Ⅱ, 안전한 학교, 지역사

회가 함께해요
  사업기간: 2013.4~2013.12
  사업내용: 
  -학교안전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 및 표준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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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대상 학교안전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13개교,78학급
  -학부모대상 학교안전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13개교,13회
  -학교안전지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학교안전진단 및 컨설팅, 안전한 학교인증: 4개교

‧ 송파구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 사업
 사업기간: 2013.5~2013.12
 사업내용:
 -학교안전 컨설팅 및 S-SMART검사 
 -학교폭력예방교육(학부모 교육 및 교사 워크숍)

홍보 안내지 제작 연중

목적: 학교안전센터사업 및 우수프로그램의 홍보효과를 

확대한다.     

내용: 홍보안내지 10,000부 제작 

회의 운영위원회의 1회

목적: 학교안전센터의 방향 및 운영에 대한 자문과 협조

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기 및 인원: 6/21, 8명 참석

내용: 사업방향 및 사업내용 검토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시민

리더십

과정

지역사회 시민리더십 
과정

연중

목적: 해당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
적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
술을 학습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 경기도청 군인대상 인구교육

  사업명: 청춘, 행진家

  목적: 결혼과 임신,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 

  시기: 2013.3~2013.12

  내용: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군인 대상 인구교육 

진행. 경기도 지역 91부대 15,390명 교육진행

‧ 광명시청 민방위 대원 대상 인구교육

  시기: 2013.5~2013.6

  내용: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민방위 대원 대상 인

구교육, 총 10회 실시

■ 시민리더십사업 – 시민리더십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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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평생교육 강사 및 담당자 워크숍

  사업명: 평생교육으로 달라지는 Good&Different 영주

  목적: 평생교육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

성을 도모한다.

  시기 및 장소: 8/22, 영주시 한국선비문화수련원

‧ 도봉구청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

  사업명: 도봉, 에듀안테나를 펼치다

  목적: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기 및 장소: 10/18, 도봉구 평생학습관 

여성 시민리더십 과정 연중

목적: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성 리더를 육성한다.

‧ 협성대-안산 단원구 보건소 건강지도자 민주시민교

육

  목적: 건강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변

모시키는 여성리더십을 향상한다.

  시기: 2013.06~2013.07

  내용: 사전-사후 검사, 

        Good Citizen· Good Community프로그램 

실시 (갈등관리, 소통을 위한 대화법, 리더십 

함양 강의 등) 

‧ 한국광해관리공단 한울타리 교실

  시기 및 장소: 12/13,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내용: 폐광지역 다문화 가정의 여성 및 자녀를 대상

으로 프로그램 실시 (과학탐구교실, 미술치료교

실, 다도 교실 등) 

자원봉사 재능나눔 콘서트 1회

목적: 재능나눔 자원봉사들의 사례공유를 통해 전문가
로서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자원봉사 현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자원봉사장려와 활성화에 이바
지 한다. 

시기 및 장소: 12/12, 지역사회교육회관
내용: 식전행사, 재능나눔 사례발표 및 강의, 총 100여

명 참석

행복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연중

목적: 올바른 시민문화 확립을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함
으로써 민주시민사회를 구현한다.

내용: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실천캠페인 
(10회)

홍보 안내지 제작 연중
목적: 시민리더십센터사업 및 우수프로그램의 홍보효과

를 확대한다.     
내용: 홍보 안내지 10,000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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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운영위원회의 1회

목적: 시민리더십센터의 방향 및 운영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한
다.

‧ 행복한 마을 만들기 워크숍

시기 및 참석인원: 2/27, 총 13명 참석
내용 : 사업방향 및 사업내용 검토  

저출산·고령화 연구회 연중

목적: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논
의하도록 도와 분야별 전문그룹 양성

내용: 저출산·고령화 사회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논의 
및 자료구성 등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프로그램 개발 연중

목적: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수정보완

내용: 기존 프로그램 수정 보완 및 신규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가해자 부모교육 특강용

      사춘기 자녀 부모교육 등

<신규프로그램>

 - 1020부모(사춘기자녀 부모교육)

  ㆍ프로그램 및 시범과정 교재개발

  ㆍ시범과정 3회 진행 및 지도자과정 2기 43명 진행

<기존프로그램 수정·보완>

 - ‘자녀의 진로지도’ 정규교재

부모교육 

교재ㆍ자료

제작 및 보급

연중

목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보호와 체계적 운영 및 관리

내용: 부모교육 실습용 교재 및 교수용 지침서 제작 보

급,  부모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 

보급

      (부모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매뉴얼, 

       부모교육지도자 활동 규정 등)

ㆍ부모교육 교재 재제작 (총 12,000부)

  1) 자녀의 진로지도 - 1,000부

  2) 부모 자녀의 대화법 - 2,000부

ㆍ지도자과정 교수지침서  총 300부

  TA 55부, 교육관 22부, 대화법 119부, 코칭 49부, 

  진로 37부, 학습 18부

■ 부모리더십센터 – 1020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협의회 지도자 과정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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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약 제작 및 보급 연중

⁃ 부모에게 藥이되는 이야기 제작 및 보급

목적: 부모교육의 정보제공 및 확대 보급을 위한 홍보 

내용: 부모교육 종합매거진 ‘부모에게 藥이되는 이야기’ 

       제98호 제작

<신규제작>

 ・98호: 자녀에게, 아버지! 당신을 보내자

         (김영훈/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 e-부모약 제작 및 발송

목적: 부모교육 수강자들에게 부모교육 관련 글을 정기

적으로 발송하는 온라인 이레터 서비스 제공

내용: 바람직한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들의 의식과 태

도형성 도움이 되는 글과 전문가 코멘트 제공, 부

모교육 정보 제공 등 (월 1회 발송)

・49호: 72:1의 법칙

・50호: 마른 가슴에 물 주기

・51호: 자연산 사투리

・52호: 좋은 아버지의 길

・53호: 새로은 인재상 브리꼴레르

・54호: 회복탄력성의 세가지 비밀

전국 

부모교육

지도자

양성

부모교육지도자 

양성
연중

목적: 전국협의회 부모교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운영관리

⁃ 지역협의회 지도자양성과정 운영

내용: 매뉴얼 보급, 과정세팅 및 모집요강 등 운영 협조, 

부모교육사업 및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지원 

등 전반적인 지도자과정 운영

  14개 협의회 9개 과목 318명 교육 

 ・전국 131기 : 서울3 - 대화,학습,진로 (4/11~12/19, 

8명)

 ・전국 132기 : 경주 – 대화(4/11~11/21, 15명)

 ・전국 133기 : 부산 – 진로(5/16~11/14, 19명)

 ・전국 134기 : 전주 – 진로(4/5~8/9, 15명)

 ・전국 135기 : 고양 – 대화(4/18~10/24, 20명)

 ・전국 136기 : 서울3 – TA(1/17~3/29, 6명)

 ・전국 137기 : 강릉 – 대화(5/23~10/17, 9명)

 ・전국 138기 : 원주 - 대화,학습 (4/19~13.3/6, 8명)

 ・전국 139기 : 시흥 - 대화 (5/3~10/9, 22명)

 ・전국 140기 : 서울 - 대화,부모코칭 (4/22~7/29, 8명)

 ・전국 141기 : 구미 - 부모코칭 (6/13~13.1/2, 20명)

 ・전국 142기 : 용인 - 교육관 (6/13~10/22, 12명)

 ・전국 143기 : 중앙 - 행복교육관 (7/10~8/28,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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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44기 : 중앙 - 1020부모 (8/8~8/14, 43명)

 ・전국 146기 : 춘천 – 대화(6/11~12/24, 20명)

 ・전국 147기 : 성남 – 에니어그램, 대화(7/15~12/30,  

                 27명)

 ・전국 148기 : 서울3 – 대화(9/13~04/4.11, 40명)

 ・전국 149기 : 서울3 – TA(9/7~04/3/29, 40명)

지도자 전형 1

목적: 전국 부모교육지도자 자격 승인을 위한 전형 

내용: 신규자격 취득을 위한 LPT부모교육 분야별 책임

지도자 전형실시, 자격 승급을 위한 전문지도자 

전형  

- 전국 13개협의회 6개과목 189명 전형 실시(4/8 ~ 

4/29)

 [책임지도자 전형]  6개 분야 181명

  TA 10명, 감성 33명, 교육관 17명, 대화 84명, 

  성교육 7명, 진로 30명

 [전문지도자 전형] 4개 분야 4명

  TA 1명, 교육관 1명, 대화법 2명

부모교육지도자

전문역량 

강화사업

2

목적: 전국 지도자들의 자질함양과 전문가로서의 능력함양

• 전국 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 

내용: 부모교육지도자의 주인의식, 소속감, 일체감 등 

마인드  

      형성과 지역사회교육운동 실천성을 높일 수 있는 

워크숍 연 2회 실시

․ 1차 :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들고,

       행복한 자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2/21~2/22, 용인 한화리조트, 183명 참석

․ 2차 : 위기가정 세움 프로젝트와 홈빌더

        8/22~8/23, 안성 레이크힐스리조트, 132명 참석

부모교육

보급사업

가족·부모리더십

교육
연중

목적: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가족과 부모 리더십향상

내용: 부모에게 약이되는 프로그램 및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실시 (기관 및 지자체 협력사업)

・정규과정: 공주시도서관 웅진관(TA),

            김포청소년상담복지센터(TA)

            / 2개기관 총 16회 강좌

・특강: 수원 배학유치원, 가평설악도서관, 

       홍성 은하초등학교, 아이니즈 (이천 동원리더스)

       가족캠프, 오금동주민센터,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충북단양 매포초등학교, 제천교육청,

       충남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 10개기관 13회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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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충주충원고등학교  충원행복한부모학교 6회,

        양평군청 학생대상 성교육 특강 39회

        북경9중고등학교 국제부 진론탐색 1회 

       / 총 3개기관 46회

[지역 부모교육 정규과정] 총 382회 / 10,804명 

  1)바른교육관: 636명(17회) 

2)대화법(기본): 3,824명(118회)

3)대화법(심화): 324명(21회)

4)학습도와주기: 678명(31회)

5)진로지도: 1,141명(48회)

6)감성능력: 697명(24회)

7)성교육: 190명(5회)

8)에니어그램(기본): 586명(18회)

8)에니어그램(실천): 16명(1회)

10)에니어그램(기본): 103명(5회)

9)TA(교류분석): 420명(20회)

10)부모코칭: 495명(23회)

11)독서와 글쓰기: 218명(11회)

12)아버지교실: 99명(7회)

13)행복을찾는교육: 78명(4회)

14)체인지: 1269명(27회)

‣ 전국 부모교육 정규과정 : 384회 / 10,776명

부모교육사업

홍보
1

목적: 부모교육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KACE 부모리더십센터와 LPT부모교육 등을 알린

다.

내용: 부모리더십센터 안내지 제작 보급

     ・부모리더십센터 안내지 10,000부 제작

회 의 연중

목적: 부모리더십센터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운영

과 전국 부모교육지도자들의 네트워크 강화

내용: ・전국부모리더십센터 대표자회의 (2/7, 총13명)

      ・부모교육지도자과정 평가회의 (8/20)

[협력기관 MOU 체결]

・북경9중고등학교 국제부 MOU 체결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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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아버지다움 

연구조사사업 
1

목적 : 아버지다움 홍보를 위하여 연구조사 사업 수행

내용 : [조사사업]‘좋은 아버지’관련 아버지와 자녀간 

인식조사

      ․ 조사일 : 2013. 8. 31

      ․ 응답자 : 전국 35세~59세 아버지 1,000명

                전국 15세~24세 청소년 500명

      ․ 조사내용 : 아버지의 책무 내지 역할  

                  아버지 노릇의 걸림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버지가 필요한 시기

                  희망하는 아버지상

                  아버지(자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아버지가 싫을 때 등 

      [아버지다움 토론회]

      ‘좋은 아버지, 왜 중요하고 왜 어려운가?’

      ․ 일시 : 9. 6(금) 14:3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인원 : 70여명

      ․ 내용 : 좋은 아버지, 왜 중요하고 어려운가(발제)

              전통사회의 아버지 역할

              아빠 육아시대, 인식변화와 실천 등   

아버지다움
보급사업

아버지다움 교육 연중

목적 : 아버지들만의 프로그램을 지자체 및 기업체를 통해 

보급

내용 : 아버지 교육 정규과정 및 특강 실시 

       충원고(4/26), 강원도 교육청(8/14), 대명초(11/21)

       도봉구청 행복한 아버지 교실 (8/31~10/12, 6차시, 

30명)

       [농수산식품연수원 아버지캠프] 

      ․ 일시 : 1차(7/29~31), 2차(8/12~14)

      ․ 대상 : 농수산식품 공무원 가족 20가족 

      ․ 장소 : 칠갑산 호텔 샬레

      ․ 내용 : 아버지와 자녀 가족캠프, 체험 등 

아버지관련 수기

공모전
1

목적 : 아버지다움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수기 공모를 하

고 아버지들의 공동체 형성 

내용 : 아버지땡큐 콘서트

      ․ 일시 : 5. 4(토) 10:00~13:00

      ․ 장소 : 지역사회교육회관 

      ․ 인원 : 160여명 

■ 아버지다움연구소 – 아버지다움 사업을 통한 홍보 및 사회적 이슈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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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교재 제작 

및 보급
연중

목적: 차세대리더십센터 프로그램 관련 책자 및 자료

제작 보급 

내용: 교재 및 자료 제작, 안내지 제작 등

<교재 재제작>

․ 인성지도를 위한 (기존명칭: 자녀의 바른삶을 도와주

는)

  독서와 글쓰기지도 1,000권

프로그램 인증 및 

지도자 관리
연중

목적: 전국 차세대교육지원센터의 신규 및 기존 프로

그램의 현황과 활동 지도자 현황 파악 

내용: 지역협의회 신규개발 운영되는 차세대교육지도

자과정 파악 및 인증, 강사관리(활동, 휴식, 탈퇴 

파악)

     : 21개 분야 239명 활동 

지도자 양성 지도자 전형 1

목적: 전국 차세대리더십 관련 자격 승인을 위한 전형 

내용: 신규자격 취득을 위한 분야별 책임지도자 전형

실시, 자격 승급을 위한 전문지도자 전형 등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 내용 :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글, 사진, UCC부문

별 시상, 수상자 사례발표, 공연, 가족체험 운영   

동아리 조직
아버지다움

학습동아리 구성
연중

목적 : 아버지다움 프로그램을 마친 수강생들을 규합하여 

동아리 조직 

내용 : 함께하는 아버지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임시총

회 

       함께하는 아버지들 발족 및  임시총회 

       ․ 일시 : 10. 16(수) 19:00~21:00

       ․ 장소 : 지역사회교육회관 프로그램실 

       ․ 인원 : 30여명  

       ․ 내용 : 회칙 및 임원 인선, 비젼 공유 등 

회의 운영위원회의 4

 목적 : 아버지다움 연구소의 전문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회의체 결성

 내용 : 아버지다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7차 실시 

       1차(3/6), 2차(4/3), 3차(4/25), 4차(5/15),

       5차(7/3), 6차(8/30), 7차(9/26) 

■ 차세대리더십센터 - 선생님 자랑대회 전국적 실시로 공교육 활성화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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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 전형기간: 4/8~5/6

․ 전형인원: 71명 (책임 64명, 전문 7명) 

          *민화는 전시회로 대체

 [책임지도자] 7분야, 총64명

  : 글쓰기독서 26명, 북아트 2명, NIE 1명, 생각그물 6명, 

임상미술 7명, 자기주도 21명, 민화 1명

 [전문지도자] 5분야, 총7명

  : 글쓰기독서 1명, 논술 1명, 북아트 1명, 스피치토

론 2명,

    현장체험 2명

전문역량강화사업 연중

목적: 전국 지도자들의 자질함양과 전문가로서의 능력

함양

• 전국 차세대리더십센터 지도자 워크숍 

내용: 차세대교육지도자의 주인의식, 소속감, 일체감 

등 마인 드 형성과 지역사회교육운동 실천성을 

높일 수 있는 워크숍 연 2회 실시

 [제1차 차세대리더십센터 워크숍]

·일시: 3/30(토) 10:00~17:00

·장소: 지역사회교육회관 새이웃 소극장

·인원: 전국 차세대리더십센터지도자 75명

·내용: 주제 -상상력과 교육

 [제2차 차세대리더십센터 워크숍] 

 ·일시: 11/5(화) 10:00~17:00

 ·장소: 지역사회교육회관 5층

 ·인원: 전국 차세대리더십센터지도자 33명

 ·내용: 주제-차세대리더십, 별별 이야기

• 차세대리더십센터 지도자 재교육 

내용: 차세대교육지도자의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1) 버츄프로젝트 워크숍

․ 일시: 1/16~17

․ 장소: 지역사회교육회관 5층

․ 인원: 프로그램지도자 20명

2) 프레지 교욱

· 일시: 1/28

· 장소: 지역사회교육회관 5층

· 인원: 프로그램지도자 34명

평생교육사 실습 8

목적: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지도를 통해 평생교육사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교육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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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내용: 평생교육사 실습 운영, 실습매뉴얼 제작 

* 실습 총 8차 69명 실시

· 1차 : 1/14~2/8, 3명

· 2차 : 1/23~3/23, 7명

· 3차 : 3/18~4/12, 15명

· 4차 : 6/24~7/19, 5명

· 5차 : 8/26~10/25, 24명 (직장인 대상)

· 6차 : 9/2~10/2, 13명

· 개인실습 : 4/4~5/6, 10/28~11/22, 총 2명

차세대 

리더교육

차세대 리더 

양성교육 
연중

목적: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지도자 활동 장 확대

내용: 인성교육 등 

1) 인실련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주간 총 27회 특강

2) 인실련과 함께하는 선생님·학생·부모님 자랑 글쓰

기 대회

· 접수 : 5월 한달 간 전국 31개 1,250여편 접수

        예심선정 200편, 본심 최종 33편 선정

· 시상 : 6/19(수) 14:00, 한국교총회관, 50여명 참석

3) 선생님 자랑대회 지역협의회 지원금 지원 

   : 총 14개 지역 658명 시상(학생, 학부모, 선생님)

   : 교육부, 인실련 후원  

4) 광명남초등학교 평화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특강

   (9/23~24, 10/11, 1-6학년 총 32개반)

5)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한마당 부스 참가 

   및 학부모 특강 실시 (12/3~4)

6)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MOU 체결(4/16)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지원
연중

목적: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통한 리더십

함양

내용: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발급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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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교육

및 

홍보

도서관친구 

자원봉사자 양성
연중

목적: 다양한 연령층의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

내용: 지역협의회별 도서관친구 교육실시

     재능나눔 및 도서관 전문 자원활동가 “KACE도

서관 친구”양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학도서관전문봉사자” 양성

도서관재능기부 연중

목적: 양성된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가 지역도서관

에서 소외지역주민들에게 재능을 나누도록 한다.

내용: 송파은나래 재능기부자활동

[송파구청 위탁사업]

· 송파 은나래 독서활동가 교육

 - 사업비 총 5,225,000원

 - 4/5~4/26(8회 총 16시간), 총 73명 참가

· 송파 은나래 북리더과정 (기존 자원활동가 대상 전

문교육)

  - 사업비 총 10,450,000원

 - 10/1~11/19 (8회 총 32시간), 총 45명 참가

프로그램 운영 연중

목적: 지역도서관에 KACE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기획

하여 제공한다.

내용: 토요학교 체인지 및 인성교육프로그램 실시

· 토요학교 체인지 5개 도서관 총 7차(20과정) 75회 

실시

· 기타 인성교육 프로그램 총 5차 28회 실시

도서관

위탁운영

송파구도서관 

위탁운영

목적: 송파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을 통해 도서관이 지

역사회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한다

내용: 송파어린이도서관,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4호 작은

도서관,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총 5

개의 도서관 위탁운영

■ 도서관친구 - 재능기부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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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전국인문

지도자 

육성

책임지도자 육성 16

목적: 인문관련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를 
양성한다.

내용: 
1) 다도지도자 과정 –말차 / 횟수 : 1회 / 참여인원: 10명
2) 다도지도자 과정 –중국차 / 횟수 : 1회 / 참여인원: 8명
3) 매너코칭지도자 과정 – 시연 / 횟수 : 1회 / 참여인원 : 6명
4) 의례코칭사 과정 – 횟수 : 1회 / 참여인원 : 30명
5) 차품평사 과정 - 횟수:1회 / 참여인원 4명
6) 인문교육사 심화과정 –횟수:1회 / 참여인원 20명
7) 책임전형 – 6개 분야 10회 총 113명 
(예절36, 다도9, 다화5, 차품평사12, 매너코칭24, 의례코칭사27)

전문지도자육성 8

목적: 인문 관련 프로그램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도자로서 
자질향상과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을 실시한다.

내용 : 
1)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 1회 / 인원 : 23명 
2) 중국차연구과정 - 1회 / 인원 : 11명
3) 일본차연구과정 - 2회 / 인원 : 9명 
4) 시대차연구과정 – 1회 / 인원 : 5명
5) 국제차품평 특강 – 1회 / 인원 : 19명
6) 차음식 특강 - 1회 / 인원 : 31명
7) 전형 - 2 개 분야 인원 : 3명(다화2, 예절1)      

인문지도자역량강

화
3

목적: 전국 지도자들의 자질함양과 전문가로서의 능력함양과 

정보교환을 통한 공통체 의식을 형성

내용 : 
►전국인문지도자 워크숍
목적 : 전국에 있는 각 협의회별 인문지도자들의 전문성을 위

한 교육과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내용 : 2/25~2/26, 장소 : 용인대웅경영개발원, 참여인원 

169명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워크숍
목적 : 인문학최고지도자들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 정보교환

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내용 : 11/1~11/2. 장소 : 영주선비촌, 참여인원 : 25명
►매너코칭워크숍 
목적 : 매너코칭지도자들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내용 : 1/30 장소 : 지역사회교육회관 인원 : 57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프로그램개발

TF팀 운영
연중

목적 :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프로그램 모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

내용 : 사업별 필요한 T/F 팀 구성 운영
1) 전통문화체험지도자 개발팀(8월~현재)
2) 창의인성요리지도자 개발팀(8월~현재) 

■ 인문교육원 - 인문교육, 우리문화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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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획

사업

2013년

인문다도대회 1

목적: 시민들에게 예절과 다도를 통해 우리문화를 느낄 수 있

는 기회 제공과 전국의 인문지도자들에 의해 교육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다도시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다

도문화를 확산하고, 작품시연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를 갖는다.

때: 11/9 / 장소: 지역사회교육회관 / 참여인원: 230명

내용: 다도발표회 ‘차와 함께 하는 문화여행‘

공모 및 

협력사업

공모 및 

협력사업
3

목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공모, 협력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

문프로그램과 전통문화를 제안하고 운영.

내용: 인문학협력사업과 전통문화체험 공모사업진행

►서울시 어린이 문화체험‘두근두근 타임머신 타고 문화여행’
때: 5월~12월 / 장소: 15개 학교, 기관 / 참여인원: 563명

►김포신양초등학교 ‘글로벌매너’ 
때: 4월~10월 / 장소: 김포지역초등학교 / 참여인원:27회960

명

►부천소사노인복지관 ‘어르신인문학‘
때: 6월~7월 / 장소: 소사노인복지관 / 참여인원:6회 360명

홍보 네이버카페운영 연중

목적: 인문교육원의 전문 활동 영역을 게시하여 인문학의 전문기

관임을 알리고 지도자들의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

내용: 네이버카페 ‘KACE인문교육원’운영

      (http://cafe.naver.com/kaceinmun)

회의

운영위원회의 7

목적: 인문교육원 활성화와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때 : 격월 둘째 주 월요일   횟수 : 5회 

내용: 운영위원이 참여하여 인문교육원 운영을 위한 각 분야

별 사업 및 활동내용을 논의한다.

전국

인문지도자 

연합회의

10

목적: 전국에 있는 각 협의회별 인문지도자회의 전문화와 유

대를 위한 주요사항(교육과 행사)들을 논의한다.

때: 매월 둘째 주 화요일   횟수 : 9회 

내용: 전국의 인문지도자회 회장과 임원단이 참여하여 전국인

문지도자의 인문교육사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

화 한다.

전국 권역별 회의 5

목적: 전국에 있는 각 협의회 인문지도자들을 위하여 지도자 

활동을 돕고 정보제공 및 소통을 위해 권역별 회의를 

진행한다.

내용: 강원권, 경기권, 호남권, 충청권,  4회

지역인문교육원 

원장회의
1

목적: 전국에 있는 지역협의회 인문교육원 원장을 위하여 운

영을 돕고 정보제공 및 소통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때 : 5월 27일   횟수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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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역인문교육원 원장 7인이 운영에 관한 정보교류를 

한다.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회원증

모 및 

관리

회원증모캠페인
및

지역협의회 회원 
확대

연중

• 2013년 지역사회교육운동 후원 캠페인 

  ‘Shall We DA&CE?’

- 캠페인 기간:  12.2(월) ~ 2014.1.24.(금)

• 회원현황

  2013 신규회원 910명 / 탈퇴 944명

  총 회원 수 5,224명 ( 12.30 기준)

회원관리 연중

• CMS 회원 가입·탈퇴 관리(중앙) 

 - 신규회원관리 (14회)

   : 가입감사 전화·편지 및 KACE관련자료 발송

 - 탈퇴회원관리 (60회)

   : 탈퇴사유파악 및 후원감사전화·편지

 - 100만원 이상 후원자 관리 (21명)

   : 후원감사전화·편지 및 KACE 추진사업 자료발송

 - 홈페이지 CMS회원 가입자 관리

• 자료 발송 및 정보 제공

 - 새이웃 e-레터 발송 25회 / 평균 12,415여명

 - 자료발송  : 새이웃 1회, 2013년 수첩 1회

 - 메일링 서비스 3회 (KACE행사, 후원감사 등)

 - SMS(문자메시지)서비스 4회 (생일,명절,KACE행사)

• 회원관리(MRM)프로그램 전국협의회 도입

 - 4월부터 전국협의회 MRM사용

 - 전국 실무자 대상 MRM교육 (3/12)

 - 시스템 변경에 따른 회원 신규가입 양식 변경 및 매뉴얼 배부  

• 10년이상 1만원 이상 납부회원 감사메일 발송 및 공지

 -인원 : 25명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MS신청서/출석부 관련 내용 수정․발송

 -시기 : 7/24 , 11/26

• KACE Honor Friens 후원증서 제작 및 전달

 - 1,000만원 이상 후원자에게 KACE Honor      

    Friends 후원증서 제작 및 전달 (1명)

￭ 회원사업 - 전국협의회 시스템 기반마련 및 홈빌더운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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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회원
사업

The KACE

Friends 모임

1

• The KACE Friends_봄모임

 -시기 : 2/20  

 -장소 : 남양주 삼봉리 농장

 -참석 : 67명(실무자 제외)

수첩 제작 연중

• 수첩 제작 및 발송

 -시기 : 12/10

 -인원 : 3,272명

회의 위원회의 1

• 회원위원회의

 -시기 : 4/26

 -장소 : 파주 푸른숲

 -내용 : 회원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기획

• 홈빌더(위기가정 바로세움 프로젝트) 회의

 -시기 : 6/7(금), 6/28(금), 7/11(목),10/11(금)

 -장소 : 지역사회교육회관

 -내용 : 위기가정 바로세움 프로젝트 추진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소식지 

제작  

새이웃 제작 1

1)회의: 홍보위원회의 4/26 

        -새이웃 개편 및 제작관련 회의

2)제작: 통권 380호 / 381호 (각 9,000부)

3)발송: 전국CMS회원, The KACE Friends, 전국협의회, 부

설기구 운영위원,외부기관 및 기고자 등 :,8400부

ⓔ새이웃 

제작․발송
연중

목적 : 전국 협의회의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

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교육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자부심과 내적동기를 높이고 더 많은 동참자를 

확보한다.

내용 

 1)전국협의회 소식 공모, 정리, 보관 : 278개

 2)166호(1/4)~190호(12/19) 총25회 제작

 3)임직원, CMS회원, 홈페이지 회원, 관계자

    -13,000여명 이메일로 발송

 4)발송(호수, 일자, 내용)

   -166호(1/3): 좋은 시민, 행복한 지역사회 

   -167호(1/16): 사랑의 부모약을 보냈습니다 

   -168호(1/30): KACE 사람과 사람, 사랑과 협동 

￭ 홍보사업 - 지역협의회 홍보활동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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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169호(2/27): 제 46차 정기총회 및 제7회 아산지역사회교

육상 시상식 

   -170호(2/29): 사람과 사람, 사랑과 협동으로 시작하는 

2013년! 

   -171호(3/13: 인문교육! 삶의 문양을 찾아 

   -172호(3/28): 아버지 땡큐 콘서트 

   -173호(4/10): 상상력과 교육 

   -174호(4/24): 5월4일(토) 아버지땡큐콘서트에 당신을 초대

합니다 

   -175호(5/8):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으로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176호(5/22): 우리가 만든 인형극으로 사회성을 키워요! 

   -177호(6/5): 사랑과 협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지도자 

   -178호(6/19): 선생님·학생·부모님 자랑 글쓰기 대회 시상식

   -179호(7/3): 여러분은 KACE의 자랑입니다! 

   -180호(7/17): 맞벌이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토요부모학교 

   -181호(7/31): 13개 지역협의회 홈페이지 새단장! 

   -182호(8/16): 위기가정바로세움과 홈빌더 

   -183호(8/29): 제1회 아버지다움 토론회 

   -184호(9/11): 안전한 학교를 위한 S-SMART검사 지원 

   -185호(9/26):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86호(10/11): 제31차 지역사회교육포럼에 초대합니다. 

   -187호(10/24): 12회 전국인문다도대회에 초대합니다. 

   -188호(11/6): 이시대의 '말'의 방향을 찾다 

   -189호(11/21): 리더십, 별別 별★ 이야기 

   -190호(12/5): 더 운동에 동참 해주세요!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운영 연중

• 홈페이지 리뉴얼

1)개인정보강화에 따른 업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정·

보완

2)도메인 및 보증보험 

  -도메인 권한 관리, 보증보험 재계약

3)실무자네트워크 수정‧보완 

 • 홈페이지 관리

  1) 회원관리

     -탈퇴 요청 및 비밀번호 분실, 수정 요청 등

  2) 정보수정 및 자료업로드

  -동영상(49개), 2013 사업계획·사업보고, 정기간행물(새

이웃, e새이웃, 부모약) 언론홍보(126개), 활동소식(320

개), 공지사항(64개) 등

  3) 팝업 및 메인 슬라이드 디자인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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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리뉴얼 2회

 • 홈페이지 리뉴얼

  1) 회의(2/25)

  2) 메인화면 구성, 부서, 교재, 사진 등 up-date

블로그 운영 연중

 • 에듀앤스토리 블로그 (Daum, Naver)

목적 : 인터넷 블로그를 전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쌍방향 소

통을 통해 대중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자리매김한다.

내용

-누적방문자수: 715,654명 

              (2013년 : 101,011명/일 약320명 방문)

-블로그 글 게재, 태그검색 및 트랙백 홍보

• 트위터 : 한달에 5~6건 발송 (85건 발송)  

• 해피 KACE 블로그 (Naver)관리

      (http://blog.naver.com/happykace)

홍보

전문가

활동

홍보전문가

활동 및 운영
연중

목적 : ⓔ새이웃 및 블로그, 회지 새이웃의 현장성을 높이고, 

전국협의회의 행사 및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

는 대외홍보자를 확보한다. 

내용

1) 새이웃기자단 카페(http://cafe.naver.com/kace69.cafe)   운영  

-전국협의회 소식 게재, 기자들 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

류, 게시글 관리(164개) 등

지역협의회 

홍보지원
연중

 1) 홍보업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 (3/15~3/22) 

 2) 지역협의회 지원 교육

    -시흥협의회 / 실무자 및 기자단 홍보교육(7명)

 3) 원격평생교육원 현수막 제작, 배부, 실태조사

    -시흥협의회 / 실무자 및 기자단 홍보교육(7명)

    -제작: 23개 협의회 배너 28개, 현수막 25개    

 4) 디자인 자료 공유

    -KACE사업 컷 6개, 켈리그라피 40개

 5) 지역협의회 홈페이지 컨설팅 (31개 지역협의회)

 6) 역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13개 지역협의회) 

자료

제작 

및

기록

지역사회교육운동 

홍보자료 제작
연중

목적 : 지역사회교육운동에 대한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

여, 본회의 이념과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한다.

내용 

1) 2013년 캠페인 배너 제작 

2) 지역사회교육운동 동영상 제작,보급(2개)

 3) 대표메일 등록 

  - 지역협의회: DAUM과NEVER메일 사용 중인 20개 지역

협의회 대표메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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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협의회: 아버지다움연구소(father@kace.or.kr)  

 4)  사업별 안내지 제작

    -부수 : 각 1만부

    -6종류 : 부모교육, 인문교육, 아버지다움교육, 시민리더

십교육, 학교안전교육 및 컨설팅, 펴생교육사 

현장실습 

언론홍보 및 기록 연중

목적 :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 언론사에 보도 요청을 

하고, 내부에서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보존한다.

내용 : 1) 사진 및 영상 기록 

       2) 대외 언론보도 (126건)
 01.01-경기일보:“올바른  교육…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죠”
 01.14-중부일보:오창원이 만난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

장
 01.16-시사제주:세화고, 나의 꿈을 찾아 떠나는 독서토론 캠프
 01.25-기호일보:찾아가는 학부모 강연
 01.31-한국교육신문:“전국조직 활용·융합 사업 펼쳐야죠”
 02.01-충청투데이:대전교육청-지역사회교육협의회협약 
 02.19-뉴스타운:양평군, 찾아가는 여성교육 성료!
 02.20-연합뉴스:"밥상머리 교육으로 바른 인성  키워요"
 02.21-중도일보: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평생교육 발전 공로
               '아산사회교육상' 수상
 02.21-충청투데이:지역평생교육키웠다 
 02.25-내일신문:엄마에서 선생님으로 변신
 03.05-내일신문:부모·자녀의 행복을 찾는 교육
 03.14-서울신문:[학교폭력 정말 대책 없나] (상)  교사·학부모

가 말하는 
                학폭대책 허점
 03.15-뉴스타운:주말 여가시간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

게!!
 03.15-뉴시스:천안시 "초중고교생 토요프로그램  참가하세요"
 03.21-아시아뉴스통신:경주시, 참부모 교육운동 위한 무료특강
 03.26-소년한국:"책으로 만나요! 명사의 100색  독서 편지"
 03.26-충북일보:상당보건소,흡연 예방 구연동화극
 04.01-충청투데이: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윤혜숙회장
                학생·부모특별교육통해왕따·학교폭력예방앞장” 
 04.01-충청투데이:청소년·부모·지역주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습·봉사하는 비영리단체
 04.04-시사제주:서귀포YWCAㆍ제주사회교육협의회,도교육청  

청렴문화 홍보
 04.04-전국매일신문:  송파구, 독서자원활동가 양성 교육 
 04.09-기호일보:지역사회,청소년정신적성장에힘보탠다 
 04.09-소년한국일보:아버지 땡큐 콘서트
 04.10-충청투데이:충남평생교육원실버교양강좌  
 04.10-충청투데이:충남평생교육원실버교양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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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04.16-시사타임:권선구권선초교,성교육실시 
 04.18-연합뉴스:<화성소식> 자원봉사자 서비스마인드  교육
 04.20-아시아뉴스통신:송파 예비맘'의 남다른 도서관 태교법
 04.24-경기일보:장안구,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 양성평등  

순회교육
 04.25-전국매일신문:충남여성자치대학,첫강의열려 
 04.30-헤럴드 경제:아버지 땡큐 콘서트, 
                  “아빠 고마워요,  아빠 함께해요‘
 05.02-미디어제주:제40차 지역사회교육세미나 개최
 05.06-연합뉴스:교육부, '가정의 달 감사 나눔 캠페인' 벌여
 05.06-이데일리:"우리 선생님  자랑할래요"..교육부 감사 나눔 

캠페인 실시
 05.08-KBS:KBS2굿모닝대한민국'아버지땡큐콘서트'방영 
 05.08-뉴스천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기교육사랑 학부모회  

연수
 05.12-세계일보:2013 선생님 자랑 글쓰기 대회 개최
 05.20-맛잇는교육:초등맘고민해법서 
 06.07-수원일보:[권선구]자녀의EQ키우는'부모교육' 
 06.09-뉴스1:두근두근, 타임머신타고 문화여행' 개최
 06.09-아시아뉴스통신:서울시,이번여름방학엔한국전통교육체험

을
 06.12-한국일보:"사교육 폐해 줄이려다 평생교육 싹  자를라"
 06.18-시사제주:중문초, 학부모교실 및 고추장 만들기 학부모  

연수
 06.19-뉴스이즈:교사·학생·학부모 자랑 글쓰기 대회' 33명  시

상
 07.04-뉴스원:횡성여성의 힘, 제10회 횡성여성대회 열려
 07.08-제주일보:제주시, 제18회 여성 주간 기념식·문화행사  

개최
 07.26-뉴스원:인천공공도서관협의회, 평생학습 교육 MOU 체

결
 09.03-충북일보:충원고,'행복한부모코칭&긍정의리더십'부모교

육실시 
 09.04 -국민일보: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아빠는 ‘돈’  아이는 

‘시간’
 09.05 -강원일보:강릉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한자리에
 09.08-뉴스원:정갑윤,'아버지다움토론회'개최 
 10.01-여성신문:‘학교안전 컨설턴트 과정’ 참가자 모집
 10.21-충북일보:충주시,'행복한자녀의미래,부모가만든다'명사초

청특강 
 11.06-뉴스1:KACE, 8일 '우리말의 위기와 희망' 포럼

언론

보도

언론보도 의뢰 및 

관리
연중

목적: 효과적인 언론홍보를 위해 기자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언

론보도의뢰에 대한 통로를 구축한다.

내용: 1) 행사 및 교육 보도 의뢰신청서 작성 및 관리

      2) 언론사 정보관리: 기자리스트 2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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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결산보고서

(수입부)                                                 2013.1.1~2013.12.31

관 항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사업수입 소  계 1,279,320,000   1,006,162,202  78.6

R&D사업  79,500,000 66,611,314  83.8

회원사업  30,000,000  4,675,000  15.6

홍보사업 16,000,000  3,655,000  22.8

부모교육사업 309,030,000   208,865,262  67.6

차세대리더십교육사업  89,200,000  69,608,645  78.0

아버지다움교육사업  34,000,000 29,722,000  87.4

학교안전사업 209,000,000 276,885,227 132.5

시민리더십사업 172,500,000  57,381,716  33.3

인문교육원사업 165,900,000 141,467,165  85.3

도서관친구사업  44,450,000  45,550,873 102.5

평생교육원위탁운영 99,740,000  99,740,000 100.0

원격평생교육원사업 30,000,000  2,000,000   6.7

회비수입 소  계 704,000,000 771,797,863 109.6

CMS 회비 624,000,000 654,231,340    104.8

후원금 80,000,000  38,136,523 47.7

홈빌더 후원금  79,430,000      

재단지원금 소  계 204,000,000 195,333,190  95.8

목적사업비 150,000,000  141,333,190  94.2

용역지원비  54,000,000   54,000,000 100.0

이자수입 17,803,000 32,389,684 181.9

전년도 이월금 77,103,170 77,103,170 100,0

합  계  2,282,226,170 2,082,786,109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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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부)                                              2013.1.1.~2013.12.31

관 항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사업비 소  계 953,470,000 761,660,524  79.9

기획사업  76,600,000  72,427,937  94.6

R&D사업  98,500,000   81,903,930  83.2

회원사업 105,380,000 57,575,600  54.6

홍보사업 44,280,000 45,687,500 103.2

부모교육사업 179,690,000 104,674,390  58.3

차세대리더십교육사업 56,100,000 55,644,410   99.2

아버지다움교육사업 26,000,000 32,250,888  124.0

학교안전사업 118,300,000 172,289,511 145.6

시민리더십사업 126,300,000  44,956,342  35.6

인문교육원사업 102,520,000 74,753,706  72.9

도서관친구사업 19,800,000 19,496,310  98.5

회비지급 지역CMS회비지급 500,000,000 549,129,250 109.8

경상비 소   계 569,980,000 514,780,776 90.3

인  건  비 431,800,000 395,166,290 91.5

퇴직적립금 35,000,000 32,160,286 91.9

복리후생비 63,180,000 52,205,060  82.6

관리운영비 40,000,000 35,249,140  88.1

임대료 소  계 150,792,000 150,792,000 100.0

5층 66,792,000 66,792,000 100.0

4층 84,000,000 84,000,000 100.0

건물보수비(적립금) 10,000,000 0   0.0

기금적립금 21,000,000 20,997,120 100.0

차기이월금(예비비) 76,984,170  85,426,439 111.0

합  계  2,282,226,170 2,082,786,109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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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본예산반영)                                2013.1.1~2013.12.31

　 사업명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집행율
(%)

1
경기도 군인대상

인구교육
25,000,000 25,000,000 25,000,000 0 100.0

2
안행부 학교안전

종합프로젝트2
54,000,000 54,000,000 54,000,000 0 100.0

3
서울시 2013 

어린이 문화사업
15,000,000 15,000,000 15,000,000 0 100.0

　 계 94,000,000 94,000,000 94,000,000 0 100.0

 

 ￭ 수탁사업 (본예산과 별도 편성)                        2013.1.1~2013.12.31

구분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송파도서관 1호 88,112,086  88,080,155 31,931

송파도서관 2호 120,772,004 120,517,553 254,451

송파도서관 4호 883,160,810  98,718,186  98,678,109 40,077

송파도서관 6호 135,543,625 135,496,818 46,807

송파어린이도서관 635,850,788 634,008,525 1,842,263

계 883,160,810 1,078,996,689 1,076,781,160 2,2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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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금  액 비  고

기  금  739,150,000  신한은행 : 400,000,000

    〃    : 100,000,000

 한화생명 : 100,000,000

    〃    :  57,150,000

 삼성생명 :  82,000,000

부동산  100,000,000  수원협의회 임대보증금

예비비 109,933,193  신한은행 : 14,196,826

    〃    : 10,000,000

 국민은행 : 80,050,000

    〃    :  5,686,367

이월금   85,426,439  국민은행 : 5,996,439(사업비이월금)

    〃   : 79,430,000(홈빌더후원금)

합   계 1,034,509,632    

KACE 재산 명세서

                                     2013. 12. 31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