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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업보고개요

■ 기획 및 이념보급사업 – 지역사회교육운동 비전과 가치 확립

1. 지역협의회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2. 제35차 지역사회교육포럼 :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말하다

3. 전국협의회 임직원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가치 공유

■ R&D사업 –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내실화 및 확산 

1. 전국 프로그램지도자 자격연수 :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이념과 사명감 고취

2. 전국 프로그램지도자 자격증수여식 : 현재 71개 분야 총 7,551명 양성

■ 회원홍보사업 – 새로운 채널을 통한 회원 확대 및 홍보 활성화

1. 개인정보보호 및 전국협의회 회원관리(개인정보) 협의회 시스템

   MRM(Member relationship Management) 관리

2. 신규 CMS 회원 197명 현재회원 총 3,708명(12월말 기준)

3. 새이웃 브랜딩 (사업 주제별 브랜딩) 및 386호 9,000부 제작·배부

4. ⓔ새이웃 12회 제작·발송 / 총 96,166명에게 발송

5. 홈페이지 직원네트워크 업데이트 / 교육 및 행사홍보 : 97개 / 팝업 : 5개

6. 지역협의회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제작 지원, 25개 협의회 중앙연계 홈페이지 

7. 블로그 에듀앤스토리(DAUM) – 업로드 46개로 홍보 / 페이스북 22건 홍보

8. X배너홍보물, 공문양식 등의 캐치프레이즈 제작

9. 본회 행사 및 사업관련 사항 언론보도 : 4건

10.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 – 게시글 5건 / 친구 219명

11. KACE 회원수첩 630부 제작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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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사업 –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변화

1. 부부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3시간*5회 총 15시간 과정, 서울부부가

족치료연구소 이남옥 소장 개발)

2. 전국 4지역 4기 부모교육지도자과정 운영지원(전국178기-181기, 총 84명

3. 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 2회 248명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4. 전국 13개 협의회 8개 과목 153명 전형 및 자격발급 (전문 2명, 책임 151명)

5.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함께 어우러지는 하모니 프로젝트」

    (총 16개 기관 및 학교,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정 부모 320명 교육) 

 6.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ART테라피로 지역사회의 정서적 안녕을 돌보다」

    (총 20회씩 2기, 송파구 내 직장인 40명 교육)

7. 홈빌더운동 멘토링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체험캠프 실시(멘티학생 

26명, 멘토인솔자 및 강사 14명, 총 40명)

8. 홈빌더운동 3개년 프로젝트의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 개최(후원홈빌더, 멘

토홈빌더, 지역협의회 회원 및 임직원 등 총 120여명 참석) 

■ 도서관친구 –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 보급

1. 송파구 내 도서관 7개(송파구립도서관 6개, 가락몰도서관 1개) 위탁운영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전국 농어촌지역 20개 

중학교, 600명)

3. 도서관 공모사업 6개 실시(어린이도서관 3개, 소나무언덕1호작은도서관 1개, 소나무

언덕4호 작은도서관 2개)

■ 학교안전사업 – 학교 위험성평가사 양성 및 학교안전컨설팅 지속적 실

시, 지역주민 대상의 주민안전교육 실시  

1. 지역맞춤형 지역안전 위험성 가이드개발 (4권역:안산,화성,인천,송파) 

2. 지역사회 안전지도자 양성과정 (2회, 총 65명)

3.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안전교육 실시 (36회, 788명) 

4. 학생대상 학교안전교육 실시 (40회, 1,171명)

5. 국민 안전 리포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우리마을 신문고 앱 모니터링 (173명, 1,000건) 

6.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원 대상 안전환경분석 컨설턴트 양성(30명)

7.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 위험요인 실태조사 및 위험성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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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리더십사업 – 군인·대학생 등의 성인대상의 인터넷 윤리교육 및 다

양한 계층의 시민리더십 함양교육 실시 

1. 한국정보화진흥원 성인대상 인터넷윤리교육 실시 (51,049명 실시)

2. 인구교육 진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건강한 가

정 문화 형성 (경기도지역 75개 부대, 16,130명)

3. 3군 및 육군학생군사학교 군인대상 가족사랑캠프 진행 (18회, 640명)

4. 용산구청 및 동작구청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850명) 

5. 성동구청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3~4기, 각 20명)  

■ 차세대리더십센터 – 청소년의 리더십교육과 평생교육사 실습을 통한 

차세대 양성 

1.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전형 실시 (차세대 분야 5과목 91명 실시) 

2. 프로그램 지도자 재교육 실시 (2회, 89명) 

3. 평생교육사 실습 운영 (총 6차, 56명)

4. 파주시 등 유관기관 협력 생활안전교육 및 미디어 교육 (11회, 3,877명)

■ 인문교육원 – 초등학생 인성교육은 까치서당으로

1. 초등대상 인성교육 전문기관으로 교육부 인증

2. 분야별 멘토제 기틀 확립

3. 인문지도자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 “신라의 풍류”

4. 제16회 전국인문다도축제 - “멋있는 차인, 맛있는 다도” 

5. 권역별 인문지도자 소통을 위한 권역회의 지속적인 실시

6. 운현궁 ‘예절학교, 전통혼례’, 호현당 전통혼례, 서울시 ‘까치서당’, 용산구 ‘인성을 품은 

한학교실’, 김포문화원 ‘인문학으로 물들다’, 부천경로대학 ‘행복한 노년’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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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업보고서

￭ 기획 및 이념보급사업 – 지역사회교육운동 비전과 가치 확립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기획

제35차

지역사회교육

포럼

1

목적 :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마을공동체사업

과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융합과 시너지 창출 

주제 :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말하다

시기 : 12월 19일(화) 13:30~16:30

장소 : 지역사회교육회관 새이웃 소극장

참석 : KACE 회원 및 평생교육관계자 200여명

회의

제50차 

정기총회
1

목적 : 2016년도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하고 2017년도 사업계

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

시기 : 2월 17일(금) 14:00

장소 : 지역사회교육회관 새이웃 소극장

참석 : 대의원 108명

이사회의 3
목적 : 협의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 

시기 : 2월, 4월, 10월

네트워크 회의

(협의회장, 

실무자 회의, 

권역별회의 등)

연중

목적 : 전국협의회 간 정보교류와 발전적인 사업추진 노하우

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발전방안 협의, 모색  

내용 : 전국실무자 회의 (5/10), 신임지역협의회장 연찬회

(5/11, 13명 참석)

이념

보급을 

통한 

지도력 

육성

 지역협의회 

임원워크숍
연중

목적 : 지역협의회들이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이념에 맞게 활동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를 이끌어가는 임원의 

전문지도력을 규합하고 강화하여 지역사회교육운동의 

활성화 도모

내용 : 전국협의회장 워크숍 (7/12, 더케이호텔 서울)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연중

목적 :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여 실무자의 

전문성과 자세 확립     

내용 : 신임실무자교육 (4/24~4/25, 지역사회교육회관, 7명 

참석), 실무자교육 (10/19)

전국협의회  

임원 및 실무자 

워크숍

연중

목적 :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여 임원과 

실무자의 사명감과 전문성 고취

내용 : 8/28~8/29, 경주 드림센터, 54명 참석

지역

협의회 

육성

지원

협의회 컨설팅 연중

목적 : 전국협의회의 다양한 현황과 여건을 토대로 운영컨설

팅을 실시,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도모

내용 : 서울 등 현장방문 운영컨설팅, 지역협의회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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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사업 –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내실화 및 확산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R&D
지역사회교육

연구 
연중

목적 : 지역사회교육운동, 사업 및 우수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기록을 위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이론정립

을 강화, 확대보급 및 지역협의회 발전에 기여

내용 : 학교안전 위험성 실태조사 및 진단 매뉴얼 개발연구

지도력

개발

전국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 연수

2

목적 : 본회 프로그램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야별 신규 

위촉 및 승급대상 프로그램지도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교육운동의 이념과 사명감 고취

시기 : 5월 23(화) / 5월 25(목)~26일(금)

내용 : 전국 프로그램지도자 자격연수

자격증 수여식 1

목적 : 본회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 취득 

수여식을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 

▪ 전국프로그램지도자 자격증 수여식

 ·시기: 6월 22일(목)

 ·장소: 지역사회교육회관 새이웃 소극장

 ·내용: 축하퍼포먼스, 시상, 프로그램지도자 자격증 수여, 사

명서 낭독, 회가 제창

      : 2017 프로그램 지도자상(5명)

       김미숙(청주), 김정분(시흥), 김효란(성남),

       이경희(구미), 임경숙(안양과천)

      : 표창장(프로그램 지도자 확대)

       노인숙(KACE천안 사무국장), 김은실(KACE광주 팀장)

      : 자격증수여-14개 지역 269명에게 신규 및 승급 자격 

수여(책임 260명, 전문 9명/ 부모교육 107명, 인문교육 

89명, 차세대리더십 73명)

     *2017년 현재 프로그램지도자 자격증 수여자

      : 71개 분야 7,551명

자격

관리

민간자격등록 

관리
연중

목적 : 자격기본법 개정에 따른 본회 자격과정 민간자격

      등록 관리 

내용 : 지역협의회 신규과정 등록 및 관리(자격기한 폐지)

[등록완료- 37개 과정]

     방과후교육지도자, 청소년양성평등교육지도자, 북큐레이

터, 매너코칭지도자, 예절교육지도자, 인문교육사, 학교

안전교육지도자, 학교폭력예방교육지도자, 국제차품평사, 

다화지도자, 문화활동지도자, NIE지도자, 글쓰기독서교

육지도자, 학교안전컨설턴트, 지역사회교육코디네이터, 

청소년진로코치, 스피치토론지도자, 동극지도자, 동화구

연지도자, 체험학습지도자, 자기주도학습코치, 역사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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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홍보사업 – 새로운 채널을 통한 회원 확대 및 홍보 활성화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지도자, 인성교육지도자, 창의인성요리지도자, 다도교육

지도자, 의례코칭사, 전통문화체험지도자, 생각그물지도

자, 북아트활용교육지도자, 창의활동코치, 부모교육지도

자, 미술심리상담지도자, 종이공예지도자, 경제교육지도

자, 노인교육지도자, 학교위험성평가사, 홍차문화교육지

도자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회원

증모 

및 

관리

회원증모

캠페인

및

지역협의회 

회원 확대

연중

*12월 기준 납입회원 수 3,708명

 ·CMS 이용기관 실태점검시 출금이체신청서 제출

 ·금융결제원 표준안 발표에 따른 회원 신규가입양식 변경 및 

배부

 ·금융결제원 CMS이용약관 개정 공지

 ·프로그램 수강자 명단 취합 (개인정보 공개 동의)

회원관리 연중

 ·회원 생일문자 발송

 ·새이웃 386호 발송 (4,581명)

 ·e새이웃 발송 (평균 8,014명 회원에게 발송)

 ·새해, 명절 문자 발송

 ·전국협의회 회원정보(주소오류) 수정 요청 (53건)

소식지

새이웃 제작 1

새이웃 386호 제작 ․및 발송 (5/1)

 ·제작 : 9,000부 / 발송: 7,241부

 ·새이웃 제작회의, 부부교육 현장스케치, 부모교육 대담 등  

ⓔ새이웃 

제작․ 발송
연중

목적 : 전국 협의회의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교육운동 참여자의 

자부심과 내적동기를 높이고 더 많은 동참자 확보

 ·12회 발송 (232호까지 발행)

 ·발송인원 : 96,166명

 ·내용 : 전국 협의회의 주요 행사, 프로그램, 나눔의 향기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운영 연중

 ·홈페이지(www.kace.or.kr)직원네트워크 Up-date

 ·공지사항, 프로그램안내, 활동소식, 사진게시 등 

 ·실무자 사용에 대한 안내, 아이디 확인 및 등급변경

 ·교육 및 행사홍보: 97개 / 팝업 : 5개

홈페이지 

리뉴얼
연중

목적 : 효과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리뉴얼로 수

정보완

내용 : 홈페이지 리뉴얼, 지역협의회 홈페이지 추가(서울)

블로그 및 연중 목적 :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를 전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2017년도 사업보고서 ◩ 

- 7 -

￭ 부모교육사업 –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변화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트위터 운영

쌍방향 소통을 통해 대중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전문기

관으로서 이미지 자리매김

 ·에듀앤스토리(DAUM) : 118,598명 (1/1~12/31)

  글 업로드: 46개, 일평균 방문자: 325명, 월평균 방문자: 

9,883명  @edunstory

 ·트윗: 2,085 / 팔로잉: 2,666 / 팔로워: 2,401

 ·페이스북: 글 업로드 22건 / 페이지 좋아요 217명

 ·KACE행사 및 에듀앤스토리 글

지역

협의회

홍보

지역협의회 

홍보지원
연중 목적 : 30개 지역협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지원

지역

사회

교육

운동 

기록

언론홍보 

스크랩
연중

목적 :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 언론사에 보도 요청을 

하고, 내부에서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 보존

 ·2017년 언론홍보 스크랩 총 4건

사진영상기록 연중

목적 : 협의회 역사와 홍보를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누적 

관리 

내용 : 사진 및 동영상 누적관리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프로

그램 

개발

부모교육

자료․
교재제작

연중

목적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보호와 체계적 운영 및 관리

내용 : 부모교육 실습용 교재 및 교수용 지침서 제작 보급, 

부모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 보급  

(부모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매뉴얼, 부모교육지도

자 활동 규정 등)

  · 부모교육 교재 제작 

    : 자녀의 성교육 1,000부

      부모·자녀의 대화법 2,000부

      부부교육 40부

지도

자

양성

부모교육

지도자

양성

연중

목적 : 전국협의회 부모교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운

영관리

내용 : 매뉴얼 보급, 과정세팅 및 모집요강 등 운영 협조, 부

모교육사업 및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지원 등 전

반적인 지도자과정 운영

    지역협의회 지도자양성과정 운영

  · 전국 178기 : 중앙 – 부부교육(2/14-3/21, 31명)

  · 전국 179기 : 청주 – 교육관 (4/4-9/12, 12명)

  · 전국 180기 : 광주 – 부모코칭 (6/22-11/9, 30명)

  · 전국 181기 : 성남 – 부모코칭 (6/26-10/23,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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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부모교육

지도자 전형
1

목적 : 전형으로 전국 부모교육지도자의 자격승인

내용 : 신규지도자 자격취득 전형

       전문지도자 자격승급 전형

인원 : 153명

부모교육지도

자

전문역량

강화교육

2

목적 : 전국 지도자들의 자질함양과 전문가로서의 능력함양

내용 : 부모교육지도자의 주인의식, 소속감, 일체감 등 마인

드 형성과 지역사회교육운동 실천성을 높일 수 있는 

워크숍 연 2회 실시

▪ 제1차 전국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

    -부모교육에 대한 다른 접근, 새로운 시도

     (2/23(목)-24(금) 126명 참가, 용인 현대인재개발원)

▪ 제2차 전국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

    -부모교육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

    (8/24목)-25금), 122명 참가, 용인 롯데인재개발원) 

프로

그램

보급

가족 

·부모교육

실시

연중

목적 :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가족과 부모교육 보급을 

통해 가족․부모교육 확대

내용 : 가족․ 부모교육 공모사업 및 협력사업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함께 어우러지는 하모니 프로젝트’

      부모역량 교육 실시 

      교육 내용: 감성능력, 교육관, 부모코칭, 진로지도, 학

습지도, 행복교육 프로그램

      기간: 8월 23일-11월 29일(4회씩 16기)

      대상: 일반가정 부모 및 다문화가정 부모 320명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ART테라피로 지역사회 정서적 안녕을 돌보다’

      교육 내용: 행복교육, 대화법, 티아트, 걱정인형 만들

기 등

      기간: 7월 11일-9월 26일(20회씩 2기)

      대상: 송파구 내 직장인 40명

      서울시 내 학교 및 기관 부모교육 협력사업

      부모역량 교육 실시 

      교육 내용: 감성능력, 교육관, 부모코칭, 진로지도, 학

습지도, 또래상담동아리 등

      기간: 연중

      대상: 강명초, 청솔지역아동센터 등 11개 기관

홈빌더운동 연중

성과발표회

목적: 홈빌더운동 3개년 프로젝트의 성과 공유를 통해 홈빌

더운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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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친구 –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 보급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적 존재 의미를 확인

내용: 감사장 전달, 3개년 사업보고, 멘토링 사례발표, 음악회

사례모음집 제작

목적: 홈빌더운동 3개년의 솔루션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랑

과 정성’의 가치를 확산

내용: 멘토들이 어떻게 솔루션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77편

의 사례 취합

홈페이지 운영

목적: 홈빌더운동을 위한 홍보매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활동상황을 널리 알리고 온라인상 홈빌더 발굴 유도

내용: 홈빌더운동 활동내용 안내

홈빌더항공캠프

목적: 홈빌더운동에 참여하는 멘티자녀 대상으로 캠프를 운

영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가족의 관계 

회복을 도모

일시: 2/4-5 (1박2일)

장소: 한국교통대, 청주공항

참석: 멘티청소년 26명, 멘토인솔자 및 강사 14명, 총 40명 

내용: 특강,모의비행 및 비행 체험 (한국교통대 후원) 

학습

동아리 

육성

중앙지도자회

관리 및 지원
연중

목적 : 중앙소속 부모교육지도자의 교류협력 지원

내용 : 중앙 부모교육지도자회

    -매월 3주 금요일 월례회 운영지원

    -매월 분야별 중앙 부모교육지도자회 연구회(총 12개) 

운영지원

회의 회 의 연중

목적 : 부모리더십센터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운영과 

전국 부모교육지도자들의 네트워크 강화

내용 : 전국부모교육지도자 대표회의, 프로그램 개발회의, 부

모교육지도자과정 운영회의 등

  · 전형운영회의 : 3/6, 10명 참석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교육

및 

운영

도서관

재능기부
연중

목적: 양성된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가 지역도서관에서 

소외지역주민들에게 재능 나눔

내용: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도서관 중심 연중 목적: 지역도서관에 KACE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기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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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업 – 학교 위험성평가사 양성 및 학교안전컨설팅 지속적 실시, 

지역주민 대상의 주민안전교육 실시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토요학교 체인지 및 인성교육프로그램 실시

· 소나무언덕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사업

· 시민제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 

프로

그램 

보급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국립어린이청

소년도서관 

공모사업)

연중

목적 : 문화적 기반이 약한 농어촌 지역의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진흥 및 창

의교육에 기여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

램 ‘도서관의 보물상자’

  ·사업기간 : 2017.4~2017.12

  ·참여인원 : 전국 20개 중학교 학생 약 600명     

  ·내용 : KACE 전문 강사가 학교별 해당 주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20개의 주제 중 14개의 주제 운영

-꿈, 놀이, 로봇, 물건, 상상력, 세계시민, 손, 여

행, 연애, 음식, 자립, 친구, 편견, 학교-)

도서관 

공모사업
연중

목적: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산 기여

내용: 어린이도서관(서울시 네트워크 사업, 서울시 까치서당, 

잠실새싹 동네배움터 사업), 소나무언덕1호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소나무언덕4호작은도서관

(송파 동네배움터 사업,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지도자 

양성

학교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 

연중

목적: 학교안전의 환경조성방법, 학교안전지수 보급, 학교폭

력예방교육 및 학교안전지도 제작 교육, 학교의 위기

관리, 지역사회 등의 안전관련자의 역량 개발

▪ 지역주민 안전교육 및 학생대상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 재교육

  ·내용: 학교 및 지역사회 안전 위험요인 및 분야별 교안 공유

  ·시기: 6/23

  ·인원: 35명 

▪ 마을 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내용: 마을 안전지도자 양성 및 네트워크  

  ·시기: 7/21

  ·인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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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학교

안전

진흥

사업

 

학교안전교육 연중

목적: 학교안전을 위한 개선활동의 방향, 학교폭력예방 등 학

교안전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학교

안전을 반영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각 학교별 

요청에 따라 실시

▪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함께하는 아버지들 컨소시엄) 

  ·사업명: 지역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

성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 

  ·시기: 2017. 4 ~ 2017. 12

  ·내용: 

   - 학교안전 및 지역사회 안전지도자 양성 (2회,65명)

   - 지역맞춤형 지역안전 위험성 가이드개발 (4권역 : 안산, 

화성, 인천, 송파) 

   - 주민안전교육 (36회, 788명)  

   - 학교안전교육 (40회, 1,171명)

   - 국민안전 리포터활동 (173명, 1,000건) 

▪ 울산교육청 안전환경분석 컨설턴트 양성과정

  ·시기: 2017. 7~8 (60시간) 

  ·내용: 학교 안전환경분석을 위한 전문지식 및 도구활용법 

학습

  ·인원: 울산시 교육공무원 및 일반인 30명 (60시간)

학교안전·

지역사회 

컨설팅 및 인증

연중

목적: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함에 따

라 학교안전을 위한 노력에 힘쓰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인증활동을 실행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를 함

께 만드는 문화 조성

▪ 지역사회 및 학교 안전 위험성진단

 ·시기: 2017. 11 ~ 2017. 12

 ·내용: 안산 단원구 와동, 화성시 봉담읍, 인천 신현중, 송파

구 방이1동, 대화초 위험요인 분석 및 환경분석 

▪ 울산교육청 학교환경 컨설턴트 양성과정 현장실슬

  ·시기: 2017.8.4

  ·내용: 부산개화초, 울산학생교육원 위험성진단

▪ 학교안전 위험요인 실태조사 및 위험성진단 실시방안 

  개발연구 (학교안전공제회)

  ·시기: 2017. 7 ~ 2018. 1

  ·내용: 

     - 학교 현장 위험성진단 실시를 통한 위험요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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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리더십사업 –  군인·대학생 등의 성인대상의 인터넷 윤리교육 및 다

양한 계층의 시민리더십 함양교육 실시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시민

리더십

과정

지역사회 

시민리더십 

과정

연중

목적: 해당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학습

하는 과정을 제공하여, Good Citizen Good Community 

실현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인대상 인터넷윤리교육 

  ·시기: 2017.4~2017.12

  ·내용: 지역주민 및 군인 대상 인터넷윤리교육

  ·인원: 51,049명 실시

▪ 경기도청  군인대상 인구교육 ‘웃자! 대한민국’

  ·시기: 2017.4~2017.12

  ·내용: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군인 대상 인구교육 진행

경기도 지역 75개 부대 16,130명 교육진행

▪ 3군 예하부대, 3공수여단 및 육군학생군사학교 군인대상 

  가족사랑캠프 진행

  ·시기: 2017.4~2017.12

  ·부대 : 3공수여단, 5군단, 2군지사, 1기갑, 6사단, 3군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및 개선방안 제시

     - 학교 현장 위험성진단 매뉴얼 활용 제고 방안 마련

     -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 위험성진단 지원을 위한 

       위험요인·개선방안 사례 개발

학교안전

컨퍼런스

 목적 : 학교안전 Best Practice의 발굴과 공유 

 내용 : 학교안전 관련기관(교육청, 학교)대상으로 학교안전 

컨설팅 결과 등 학교안전 우수사례 지식과 정보 등을 공

유하는 장 마련. 

▪ 지역사회 및 학교 안전 위험성진단 평가 보고회

 ·시기: 12/12(신현중), 12/13(안산 와동), 

         12.18(화성 봉담, 방이1동)

 ·내용: 안산 단원구 와동, 화성시 봉담읍, 인천 신현중, 송파

구 방이1동의 지역사회 위험성 진단 평가 보고회 및 

인증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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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리더십사업 – 청소년의 리더십교육과 평생교육사 실습을 통한 차세대 

양성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지사, 5군단, 육군학생군사학교, 3사단, 8사단 

  ·내용: 감정카드 등 다양한 교육기법과 참여활동을 통한 

군인대상 아버지캠프, 18회, 640명  

▪ 용산구청 주민자치특강 운영

·시기 : 207.7.11

·내용 : 용산구 주민자치 특강 운영, 300명 

▪ 성동구청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시기 : 2017.2 (상반기) / 2017.11~12 (하반기) 

·내용 : 성동구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실시, 각 20명

▪ 동작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시기: 2017. 9 ~ 2017. 12

  ·내용: 동작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과정 운영, 550명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지도자 

양성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 및 

재교육

2

목적: 전국 지도자들의 자질함양과전문가로서의 능력 함양 

▪ 색채심리상담  

  ·시기: 2017. 1. 18

  ·내용: 색체심리치료의 이해, 색체심리 치료 등, 32명

▪ 미디어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시기: 2017. 2. 10 

  ·내용: 대상별 미디어교육의 이해, 58명

평생교육사 

실습
6

목적: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지도를 통해 평생교육사의 업무역량

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교육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

내용: 평생교육사 실습 운영, 총 6차 56명 실시

· 1차 : 3/6~3/31 10명

· 2차 : 4/17~5/17 4명

· 3차 : 6/26~7/24, 6명

· 4차 : 9/4~9/29, 10명

· 5차 : 9/11~11/15, 직장인실습 14명

· 6차 : 11/1~11/28, 10명

· 그 외 개인실습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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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교육원 – 초등학생 인성교육은 까치서당으로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전국

인문

지도자 

육성

책임지도자 

육성
16

목적: 인문관련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 양성

내용: 

▪ 다도지도자 과정 –말차/중국차 횟수 : 3회/참여인원: 15명

▪ 다화지도자과정 – 2회 / 참여인원 16명

▪ 매너코칭지도자 과정 –이미지컨설팅 / 횟수 : 1회 / 참여인원 

: 10명

▪ 예절지도자과정 –기본과정 횟수:1회 / 참여인원 : 7명

▪ 홍차기본과정 – 4회 / 인원 : 38명

▪ 홍차심화과정 – 4회 /인원 : 38명

▪ 의례코칭사 –횟수:1회 / 참여인원 17명

▪ 책임전형 – 9개 분야  총 96명 

(홍차35, 국제차품평사6, 다도1, 매너코칭4, 전통문화체험2, 

 예절11, 의례코칭11, 인문교육사11, 다화15)

전문지도자

육성
8

목적: 인문 관련 프로그램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도자로서 자

질향상과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실시

내용 :

▪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 1회 / 인원 : 21명 

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프로그램 

지도자 전형
1

목적 : 전국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 승인을 위한 전형 실시 

시기 : 4/11~4/26 

내용 : 신규자격 취득을 위한 분야별 책임지도자 전형실시, 자

격 승급을 위한 전문지도자 전형  

· 전국 12개협의회 5개 분야 91명 실시

· 책임 91명

  - 방과후지도, 동화구연, 미디어교육, 북큐레이터, 역사체험 

차세대 

리더

교육

차세대 

인성교육 
연중

목적: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지도자 활동의 장을 확대하

고, 차세대 인성교육 보급 

▪ 파주시 찾아가는 청소년 생활안전교육 실시 

  ·일정 : 3/17, 3/22, 3/24, 4/14, 5/26, 5/26, 6/7, 6/26 (총 

8회)

  ·인원 : 3,862명

▪ 서산보호관찰소 올바른 미디어 교육 실시 

  ·일정 : 4/25, 6/20, 11/16

  ·인원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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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 중국차연구과정 - 1회 / 인원 : 6명

▪ 일본차연구과정 - 2회 / 인원 : 10명 

▪ 다화연구과정 – 2회 / 인원 : 17명

▪ 홍차연구과정 – 3회 / 인원 : 40명

▪ 전형 - 3개 분야 인원 : 19명(예절6, 다도3, 품평10)   

인문지도자

역량강화
3

목적: 전국 지도자들의 자질함양과 전문가로서의 능력함양과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

내용 : 

▪ 전국인문지도자 워크숍 ‘신라의 풍류’

목적 : 전국에 있는 각 협의회별 인문지도자들의 전문성을 위

한 교육과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내용 : 2/27~2/28, 장소 : 양주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참여인

원 160명

프로

그램

개발 및 

교재

보급

프로그램개발

TF팀 운영
연중

목적 :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프로그램 모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

내용 : 사업별 필요한 T/F 팀 구성 운영

▪ 전통혼례 시연팀(1월~12월)

▪ 인문학 특강 개발팀(1월~현재) 

▪ 까치서당 개발팀(2월 ~현재)

교재보급 및 

자료 제작보급

목적 : 인문관련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 보급

내용 : 예절, 다도, 다화, 매너코칭, 프로그램별 교재 등

▪  홍차지도자과정과정(Tea-story)

문화

기획

사업

2017년

인문다도축제

‘멋있는 차인, 

맛있는 다도‘

1

목적: 시민들에게 예절과 다도를 통해 우리문화를 느낄 수 있

는 기회 제공과 전국의 인문지도자들에 의해 교육된 어

린이․청소년들에게 다도시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다도문

화를 확산

때: 10/21  / 장소: 운현궁 / 참여인원: 500명

내용: 다도경연 및 축제 개인전, 단체전 98명 참가

차문화기행 1

목적 : 국제차품평사, 다도지도자의 전문성을 위한 현장교육

때 : 6/2~6/5  장소 : 대만 / 참여인원 : 22명

내용 : 대만 청차, 홍차산업을 중심으로 현장답사 및 제다교육

공모 및 

협력사업

공모 및 

협력사업
3

목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공모, 협력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

문프로그램과 전통문화를 제안하고 운영

내용: 인문학협력사업과 특강, 전통문화진행

▪ 서울시 농아학교 유치원‘예절교육’

때: 9월/장소: 운현궁 / 참여인원: 50명

▪ 서울영일초등학교 ‘인성예절교육‘

때: 3월~4월 / 장소: 학교교실/ 참여인원: 400명

▪ 김포문화원 ‘노인문화대학’ 

때: 4월~12월 / 장소: 김포문화원 /참여인원:10회 7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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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횟수 내     용

▪ 부천경로대학 /인문학 ’행복한 노년’

때: 5월~11월 / 장소: 부천제일교회/ 참여인원: 50회 6,000명

▪ 서울시 /격차해소과 ‘까치서당’

때: 3월~12월 / 장소: 도서관18곳/ 참여인원: 15회 5,400명

▪ 노원공릉종합사회복지관 ‘인성을 품은 까치서당’

때: 8월 / 장소: 복지관/ 참여인원: 8회 160명

▪ 용산구 /교육지원과 ‘인성을 품은 한학교실’

때: 3월~11월 / 장소: 각 학교 7곳/ 참여인원: 8회 1,140명

▪ 평택예절관 /‘매너지도자과정’

때: 9월~10월 / 장소: 예절관/ 참여인원: 8회 80명

▪ 한옥마을 /서울시장 만남의 자리‘한국의 미-티아트’

때: 5월 / 장소: 한옥마을/ 참여인원: 20명

▪ 운현궁 /‘전통혼례’

때: 3월~12월 / 장소: 운현궁 노락당/ 참여인원: 150회 

22,500명

▪ 운현궁 /’예절학교’

때: 3월~12월 / 장소: 운현궁 이로당/ 참여인원: 50회 6,000

명

▪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인성캠프’

때: 3월~12월 / 장소: 영주선비촌/ 참여인원: 30회 4,800명

▪ 남산공원 호현당 /’금혼식 외’

때: 4월~11월 / 장소: 호현당/ 참여인원: 5회 250명

▪ 오륜중 /‘생활관체험’

때: 12월 / 장소: 예절실, 실습실/ 참여인원: 4회 210명

▪ 수원우리들유치원 /’양식매너 외’

때: 3월~12월 / 장소: 유치원/ 참여인원: 10회 500명

▪ 일원초 / ‘학부모특강’

때: 12월 / 장소: 체험실/ 참여인원: 1회 20명

▪ 베베궁어린이집 /’명절특강’

때: 1월,10월 / 장소: 유치원/ 참여인원: 3회 250명

홍보 인터넷카페운영 연중

목적: 인문교육원의 전문 활동 영역을 게시하여 인문학의 전문

기관임을 알리고 지도자들의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

내용: 전국인문지도자활동, 까치서당, 전통혼례, 금혼례, 돌례, 

회혼례 등 진행 홍보

▪ 네이버카페 ‘KACE인문교육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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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까페 ‘전통혼례(남산호현당, 운현궁)

      (http://cafe.daum.net/skky)

학습동아

리육성
한솔회 연중

목적 : 중앙인문교육지도자들의 결속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지원

내용 : 총회, 월례회 활동 지원 및 교육지원 등

  (http://cafe.daum.net/inmunhansolgroup/HDP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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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운영위원회의 4

목적: 인문교육원 활성화와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발전적인 방안 모색

때: 2/13, 4/10, 9/25, 12/18

내용: 각 분야별 사업 및 활동 내용논의

전국

인문지도자 

연합회의

9

목적: 전국에 있는 각 협의회별 인문지도자회의 전문화와 유대

를 위한 주요사항(교육과 행사)들을 논의한다.

때: 3/21, 4/18, 5/16, 6/20, 7/18, 9/19, 10/17, 11/21, 

12/26

내용: 전국의 인문지도자회 회장과 임원단이 참여하여 인문교

육사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전국 권역별 

회의
4

목적: 전국에 있는 각 협의회 인문지도자들을 위하여 지도자 

활동을 돕고 정보제공 및 소통을 위해 권역별 회의 진행

때: 6/28, 7/7, 8/22, 11/30

내용: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제주) 영남권으로 나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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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결산보고서

 (수입부) (단위:원,%)                                   2017.1.1.~2017.12.31.

관 항 예산 수입  비율(%) 비고

사업수입 소  계 1,758,270,000 1,330,838,371  75.7

R&D사업

(지도자자격관리)
50,000,000    53,468,280 106.9

회원홍보사업 500,000 8,731,818 1746.4

부모교육사업 490,700,000 228,631,052  46.6

아버지교육사업 10,000,000           0   0.0

차세대리더십사업 48,600,000 18,955,202  39.0

학교안전사업  96,000,000 138,054,589 143.8

시민리더십사업 432,500,000 185,103,182   42.8

도서관친구사업 140,000,000 133,713,261  95.5

인문교육사업 353,970,000 351,481,551  99.3

평생교육원위탁운영 96,000,000 86,699,436  90.3

원격평생교육원사업  40,000,000 126,000,000 315.0

CMS후원금 소  계 432,000,000 256,814,270 59.5

CMS 후원금 432,000,000 256,814,270 59.5  

후원금 소  계 30,000,000  9,840,000 32.8

후원금 10,000,000  9,840,000 98.4  일반후원금

홈빌더후원금 20,000,000         0  0.0

재단지원금 소  계 165,320,000 0 0.0

목적사업비  100,000,000 0 0.0

용역지원비 65,320,000 0 0.0
 경비,청소

인건비 지원

이자수입 2,000,000         0  0.0  기금이자

잡수입  4,000,000  5,939,559 148.5

기금 대체          0 79,656,000     0

전년도 이월금  78,370,790 78,370,790 100.0  사업운영비

합 계  2,469,960,790 1,761,458,990 71.3

  



2017년도 결산보고서 ◩ 

- 19 -

 (지출부) (단위:원,%)                                   2017.1.1.~2017.12.31.

관 항 예산 지출 비율(%) 비고(충당항목)

사업비 소  계 1,318,715,000   999,415,713  75.8

지역육성및이념보급 86,500,000 98,117,938 113.4  사업수입+목적사업비

R&D사업

(지도자자격관리)
31,100,000 27,588,400  88.7  후원금+목적사업비

회원홍보사업 44,700,000 48,699,776 109.0
 사업수입+CMS후원금+

목적사업비

부모교육사업 356,950,000 169,448,282  47.5  사업수입+목적사업비

아버지교육사업 7,100,000 0 0.0  사업수입

차세대리더십사업 31,325,000  3,402,670  10.9  사업수입+목적사업비

학교안전사업  65,600,000 126,950,596  193.5  사업수입

시민리더십사업 327,540,000 123,155,984   37.6  사업수입

도서관친구사업 104,400,000  96,543,282  92.5  사업수입

인문교육사업 215,500,000 261,417,585 121.3  사업수입

평생교육원운영  48,000,000  44,091,200  91.9  사업수입

후원금지급 지역CMS후원금지급 394,050,000 222,306,380  56.4  CMS 후원금

경상비 소   계 549,850,000 518,147,505  94.2  사업수입

인  건  비 425,000,000 399,195,001  93.9  경비,청소 인건비포함

퇴직적립금 37,850,000  33,113,822 87.5  경비,청소 퇴직금포함

복리후생비 47,000,000 37,753,200  80.3

관리운영비 40,000,000 48,085,482 120.2

임대료 소  계 150,792,000           0   0.0 사업수입

임대료 150,792,000          0   0.0 4층, 5층

차기이월금(예비비)  56,553,790 0   0.0

지출계 2,469,960,790 1,739,869,598  70.4

당기운영수지차액(차기이월금)   21,589,392  

합 계 2,469,960,790 1,761,458,990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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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사업(본예산반영) (단위:원,%)                   2017.1.1.~2017.12.31.

부서 순 사업명 예산 수입 지출 잔액 비율
(%)

시민
리더십 1 인터넷 윤리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97,300,000 97,300,000 97,300,000   0 100.0

시민
리더십 2 군인 인구교육

(경기도) 18,000,000 18,000,000 18,000,000         0 100.0

학교
안전 3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전문가 양성

(행자부)
75,000,000 75,000,000 75,000,000 0 100.0

학교
안전 4

학교안전 위험성
실태조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40,500,000 20,250,000 14,955,000 5,295,000 73.8

부모 5 서울시 다문화 교육
(서울시) 20,000,000 20,000,000 20,000,000 0 100.0

부모 6 평생학습 네트워크
(서울시) 8,000,000 8,000,000 8,000,000         0 100.0

부모 7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국립어린이청소년도
서관)

75,000,000 75,000,000 75,000,000    0 100.0

도서관 8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1호 도서관)  5,000,000 5,000,000 5,000,000         0 100.0

도서관 9 송파 동네 배움터
(4호 도서관) 10,360,000 10,360,000 10,360,000      0 100.0

도서관 10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4호 도서관)  5,000,000 5,000,000 5,000,000         0 100.0

도서관 11 전담사서
(잠실본동 도서관)  30,056,000 30,056,000 30,056,000     0 100.0

도서관 12 송파 동네 배움터
(어린이 도서관) 8,130,000 8,130,000 8,130,000         0 100.0

도서관 13 평생학습 네트워크
(어린이 도서관)  8,000,000 8,000,000 8,000,000         0 100.0

도서관 14 서울까치서당
(어린이 도서관)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100.0

　 계 410,346,000 390,096,000 384,801,000 5,295,000

 ※ 학교안전 위험성 실태조사 사업 : 사업비 중 20,250,00원은 2018년 입금 예정

￭ 수탁사업 (본예산과 별도 편성) (단위:원,%)            2017.1.1.~2017.12.31.

구분 예산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송파도서관 1호 122,005,000  122,005,000 122,005,000  0

송파도서관 2호 130,662,000 130,662,000 130,662,000 0

송파도서관 4호 182,351,000 182,351,000 182,351,000 0

송파도서관 잠실본동 176,655,000 176,655,000 176,655,000 0

송파어린이도서관 653,447,000  653,447,000 653,447,000  0

송파위례도서관 271,250,000 271,250,000 271,250,000 0

가락몰 도서관 215,131,462 189,389,986 189,389,986       0 선지출
후입금

계 1,751,501,462 1,725,759,986 1,725,759,986 0

 ※ 가락몰 도서관 : 2015.9.14.~2018.9.13. 3년 운영 / ※ 송파위례도서관 : 개관준비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