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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독서로 여는 미래”



․ 평생교육 추진 배경

․ 2019년 평생교육 주요성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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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추진 배경✎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삶의 방식 변화로 평생교육의 중요성 강조

  □ 생애 재설계, 자립역량 강화 등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의 

필요성 대두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강조

  □ 공익사업 활성화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

  □ 학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

2.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인문학에 사회적 관심 증가

  □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국가차원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추진

  □ 평생학습기관 주도의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인문교육의 확대 요구

  □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성찰의 일상화 추진

  □ 폭넓은 사유의 근간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기회 확대

3.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 자리하는 공공도서관

  □ 도서관 이용을 시작하는 유아·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역할 강화

  □ 도서관 시설과 장서의 접근성을 지역사회로 확대

  □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에 따른 사서의 전문성 강화 필요

  □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공유․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4. 관련 근거

 □ ｢평생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

 □ ｢도서관법｣,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 ｢독서문화진흥법｣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2017~2021),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전남교육 2020

 □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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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평생교육 주요성과✎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관 운영 지원

1. 장서 확충과 활용

  - 총 장서: 2,591,623권(도서 2,366,480권, 비도서 153,946점, 전자책 68,310종, 

웹자료 2,887종)

  - 2019년 160,543권 확보, 1,616,733권 대출(전체 장서회전율 62.38%)

2. 학생 대상 독서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집중 운영

  - 독서문화 프로그램 1,260개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1,915개 운영

  - 학생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체 대비 60.2% 운영

  - 독서문화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학습문화 확산

3.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21개관 , 37,800천 원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10개관, 51,215천 원

  - 성인문해교육: 12개관(학력인정 8개관, 학력미인정 4개관)

4. 제5회 전남독서문화한마당 개최

  - 기간: 2019. 5. 10.(금) ~ 11.(토) [2일간]

  - 장소: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

  - 주요내용: 개막식, 공연마당, 강연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대회마당, 책 축제

  - 참여기관과 인원: 50개 기관, 50,000여 명

  - 주관: 목포공공도서관

5. 제2회 전라남도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기간: 2019. 10. 11.(금) ~ 12. (토) [2일간]

  -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 주요내용: 개막식, 홍보체험관 운영(21관), 동아리 발표 등

  - 참여기관과 인원: 140여개 기관·단체, 30,000여 명

6.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운영

  - 참여기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교육문화회관 등 22개관, 행정자료실 4실

  - 자료 관리와 정보 검색시스템 통합, 전자도서관 운영, 통합 홈페이지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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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 나주공공도서관

7. 중심도서관 지정․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교육문화회관 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 2회

  - 협력사업 추진, 운영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8.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설립과 구례공공도서관 이설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개원

    ․ 위치: 순천시 생태배움길 22(해룡천변)

    ․ 규모: 부지 27,055㎡, 건물 연면적 19,007.21㎡, 지하 1층, 지상 3층

    ․ 설립예산: 48,864백만 원

    ․ 주요시설: 다목적 홀, 공연장, 도서관, 회의실 등    

   - 구례공공도서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서관 설계 완료(2019. 11.)

9.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 상주작가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개관(장성공공도서관, 보성공공도서관), 

33,185천 원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10개관(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

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등), 51,215천 원

   -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국립중앙도서관): 2개관(장성공공도서관, 구례공공도

서관)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한국도서관협회): 7개관(나주공공도서관, 장성공공도서관, 

광양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곡성교육문화회관, 화순공공도서관, 진도공공

도서관)

   - 남도학(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1개관(장성공공도서관), 12,000천 원

   - 책 읽어주세요(국립중앙도서관): 1개관(담양공공도서관) 

평생교육기관과 공익법인

1.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력 15개 기관, 중학학력 2개 기관 지정․운영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교 지원

   - 대상: 학력인정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홍지중·고등학교

   - 지원내용: 교직원 인건비, 중학교 과정 학습비(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특성화고(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과정 장학금 지원(수업료, 입학금) 등

3. 공익법인 운영: 169개 법인(2019년 2개 법인 신설)



중점 추진 과제

Ⅱ
1. 독서문화 진흥 사업 활성화
2. 지역사회 밀착형 평생교육 지원
3. 공익법인 내실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4. 학원 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2020 전남 평생교육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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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 과제✎

1 독서문화 진흥 사업 활성화   

1-1. 공공도서관 지식정보 기반 확충

추진방향 

 창의융합시대에 적합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정보시대 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

 기관별 특화자료 확충으로 자료교류 활성화   

▢ 지식창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 자료 확충

  ○ 이용대상별 다양한 자료 확보

    - 동종 자료에 대한 다수의 복본 구입 지양, 이용률에 따른 적정 수량 구입

    - 자료 선정 시 현장수서 병행

    - 이용자 희망도서 우선 구매 등 주민참여 확대

    - 기본도서 및 신간도서 확충

    - 자체규정에 의한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 희망자료, 신간도서, 전문도서 등 자료 선정 시 주제별 적정비율 고려

      ･교과관련도서, 교수학습자료, 권장도서, 학년별 필독도서, 지식정보 취약계층 자료 등

      ･ 자유학기제 대비 진로체험 자원 제공을 위한 청소년 진로독서 목록 개발

         ※ ｢진로교육법｣(2015. 6. 22.공포)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자원 제공 의무화’ 명시

  ○ 분담수서

    - 기관별 분담수서 주제를 반영한 특화자료 수집으로 「책바다」상호대차서비스 활

성화

    - 주제전문 서비스 운영: 분담수서 활성화(도서, 비도서, 낱장자료 포함)

    - 전남 권역의 정보봉사 협력망 사업 추진

    - 각 지역 특색을 반영한 향토자료 수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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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속간행물과 비도서 자료의 지속적 확충

     - 통합비도서(전자책, 오디오북, 웹 콘텐츠 등): 나주공공도서관에서 전담 확충

    

▢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운영

  ○ 사용자 중심의 도서관 정보화 환경 구축

  ○ 참여기관: 공공도서관·평생교육관·교육문화회관 등 22개관(분원 포함), 행정자료실 4실

  ○ 내용: 자료 관리시스템, 전자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운영

  ○ 구축 장소: 나주공공도서관

  ○ 연계사업

    - 책이음 회원증 운영 활성화: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 대출 

    - 원활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운영

▢ 공공도서관 이설

  ○ 구례공공도서관 이설

    - 위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99-19번지

    - 규모: 부지 2,000㎡, 건축 총면적 1,965㎡, 지하 1층, 지상 3층

    - 개관: 2021. 7.(예정)

▢ 2020년 사업예산

추진사업명 시기 수량 예산(천원) 추진기관 비고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확충 연중 22관 2,338,863 도서관 등 22관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운영 연중 1관 239,154 나주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설 연중 1관 5,735,079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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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진방향 

 소통과 참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독서사업 추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 역할 강화

 독서·토론을 위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성화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확대

▢ 도서관 첫걸음(라이브러리 스타트) 독서운동 

  ○ 목적: 어려서부터 어린이들에게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5차 Library Start Book과 스티커를 활용한 기관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 대상 확대: 영･유아에서 중학생까지 확대

    - 다독자 선발, 릴레이 서평쓰기, 3줄 독후감 쓰기, 독후감상문대회 등

  ○ 6차 Library Start Book 발간: 12월

    -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 선정 T/F팀 구성: 연령별 권장도서 선정

    

▢ 책 읽어주기 사업과 인문학프로그램 활성화

  ○ 목적: 지역주민의 인문적 소양과 통합적 사고력 향상 도모

  ○ 대상: 어린이, 학생,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등

  ○ 내용

     - 책 읽어주기를 통한 인문적 소양 함양

     - 지역특성과 보유 자료에 맞는 인문학프로그램 개발

     -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재능기부자 발굴로 지역 인적자원 개발

▢ 독서교실 운영

  ○ 목적: 어린이 청소년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독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독서 생활화를 유도

  ○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 시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 도서관 주간 운영

  ○ 목적: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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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2020. 4. 12.(일) ~ 2020. 4. 18.(토) [1주일]

  ○ 대상: 학생과 지역주민

  ○ 내용

    - 기관 특성에 알맞은 도서관주간 행사계획 수립

    -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홍보방안 마련

    -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추진

▢ 9월 독서의 달 운영

  ○ 목적: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독서생활화 유도

  ○ 기간: 2020. 9. 1. ~ 30.

  ○ 대상: 학생과 지역주민

  ○ 내용

    -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독서의 달 홍보

    - 독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 운영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대상기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 교육문화회관 등 22개관(분원 포함)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매달 마지막 수요일)

  ○ 사업내용: 도서 대출 권 수 확대, 지역 특성을 활용한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서직업체험

   ○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진로체험 운영 내실화

   ○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사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설계, 지원

   ○ 학교-사서의 협력수업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이용법, 도서관 체험학습 등

▢ 2020년 사업예산

  

추진사업명 시기 수량 예산(천원) 추진기관 비고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연중 22관 1,020,539 도서관 등 22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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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 [역점]

추진방향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 기회 제공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료 및 프로그램 제공

 이용계층에 따른 대체자료 확보로 지식정보 격차 해소

▢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

  ○ 목적: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도서관 혜택이 미치지 못한 원거리 지역주민을 대

상으로 적극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 이동도서관 

    - 운영기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3개관]

    - 운영대상: 독서장애인, 원거리 주민, 직장인, 사회적 배려계층 등

  ○  순회문고

    - 운영기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교육문화회관 21개관

    - 운영대상: 군부대, 노인당, 학교도서관, 유아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등

    - 운영방법: 책을 대여하고 읽을 공간이 있는 시설에 단체 대출

▢ 독서 장애인 대상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확대 지원

  ○ 목적: 독서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강화

  ○ 독서 장애인 대상 대체자료 확보

    -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자료(점자자료, 큰 활자자료, 녹음자료 등) 확보

    - 소장 자료 목록 작성 및 홍보를 통한 자료이용 활성화

  ○ 독서 장애인 대상 정보서비스 활성화

    - 독서 장애인 정보누리터 운영 활성화

    - 책나래(무료 택배) 서비스 활성화: 적극적 홍보 추진

  ○ 독서 장애인 대상 시설 기반 마련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내용: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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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 목적: 노령인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문화 향유권 증대, 사회분위기 

안정화 조성

  ○ 사업내용

    - 큰 활자자료·음성도서 형태 자료 제공 및 독서확대기 등의 확보를 통한 서비스 확대

    - 노령인구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 실버세대들의 재능기부 기회 제공을 통한 자존감 회복 지원

▢ 다문화 자료실 운영

  ○ 목적: 다문화 가족의 도서관 접근성 보장과 생활 속 한국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다문화사회 기반 조성 및 문화격차 해소

  ○ 다문화자료실 운영(단독형 또는 혼합형): 21개관

  ○ 다문화 자료(도서, 비도서, 학습자료)와 정기간행물 확충, 비치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운영

  ○ 목적: 다문화 가정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규모: 8개관 17개 프로그램, 38,230천 원

  ○ 수행기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광양평생교육관, 남평공공도서관, 

광양공공도서관, 곡성교육문화회관, 영광공공도서관, 진도공공도서관

▢ 2020년 사업예산

  

추진사업명 시기 수량 예산(천원) 추진기관 비고

 다문화 가정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연중 8관 38,230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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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공도서관 자원의 공유와 연계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

추진방향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공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질 향상

▢ 지역공동체 소통의 거점으로서 도서관 기능 강화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가) 지역 평생교육기관 정보 제공 및 협의회 구성

     나) 각 기관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의 질 향상

  ○ 학교도서관과 네트워크 형성

     가)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도모

     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지원

       -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 순회문고 운영

▢ 중심도서관 지정·운영 

  ○ 지정기관: 목포공공도서관

  ○ 지정기간: 2019년 ~ 2020년 (2년)

  ○ 역할

    -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대표기관 역할 수행

    - 도서관, 평생교육관, 교육문화회관 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 실시

    - 도서관 간 각종 협력사업 추진

    - 공공도서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권역별 협력망 구축·운영

  ○ 서부권역(6관): 목포공공도서관(주관 도서관), 무안공공도서관, 해남공공도서관, 

함평공공도서관, 영광공공도서관, 진도공공도서관

  ○ 중부권역(7관): 나주공공도서관(주관 도서관), 장성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영암공공도서관, 남평공공도서관, 곡성교육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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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권역(9관):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주관 도서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광양공공도서관, 

보성공공도서관, 벌교공공도서관, 구례공공도서관, 장흥공공도서관

 ▢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독서문화사업 지원 [시범사업]

  ○ 규모: 4개 도서관

  ○ 교육지원청, 마을학교 등 연계기관과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체결

  ○ 주요 프로그램

    - 지역주민 독서전문가 만들기 

    - 마을학교를 활용한 학생 독서체험 프로그램

▢ 2020년 사업예산

  

추진사업명 시기 수량 예산(천원) 추진기관 비고

중심도서관 지정 운영 연중 1관 16,050 도교육청
목포공공도서관

마을교육공동체 독서문화사업 지원 하반기 4관 1차 추경 예산확보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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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밀착형 평생교육 지원

2-1.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운영

추진방향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과 국가의 

평생학습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 관련: ｢전라남도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설치기관: 2개관(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 지정기관: 19개관 

  

연번 지역 기관명 연번 지역 기관명

1 목포, 신안 목포공공도서관 11 보성 보성공공도서관

2 나주 나주공공도서관 12 벌교 벌교공공도서관

3 장성 장성공공도서관 13 장흥, 강진 장흥공공도서관

4 담양 담양공공도서관 14 해남, 완도 해남공공도서관

5 화순 화순공공도서관 15 영암 영암공공도서관

6 광양 광양공공도서관 16 무안 무안공공도서관

7 영광 영광공공도서관 17 함평 함평공공도서관

8 곡성 곡성교육문화회관 18 진도 진도공공도서관

9 나주 남평공공도서관 19 여수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10 구례 구례공공도서관 계 19개관

▢ 세부 사업

  ○ 2020년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전체 프로그램 중 영유아 및 학생대상 60% 이상 운영 권장

    -  유·소년층, 0010세대: 창의력 사고력 신장 및 감성·지성·품성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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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2030세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취업·창업 직무능력 향상 지원

    - 중장년층, 4050세대: 재직자 계속교육 및 취업·창업 프로그램 지원

    - 고령층, 6070세대: 여가, 복지, 교육의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국민 문해 역량 지원

    -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통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 생활 문해 프로그램, 문해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강좌 운영 권장

    - 장애인 편의시설·설비 및 독서보조기기 확충

    - 개발된 국가수준의 ‘장애성인 평생교육(6개 영역) 프로그램’ 활용하여 운영

        ※ 평생교육 영역(6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 예산 지원: 21개관 37,800천 원(1관 당 1,800천 원)

  ○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가정·사회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고령자(노인) 평생교육 지원

    - 초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지원

    - 자발적인 동아리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동아리 활동 공모 지원: 15개관, 15,000천 원

  ○ 자유학기제 연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도모

▢ 2020년 사업예산

  

추진사업명 시기 수량 예산(천원) 추진기관 비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연중 21관 3,292,531  교육관 등 21관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연중 21관 37,800 도교육청

독서회 및 학습동아리 운영 연중 15관 15,000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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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7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개최[공동 주관]

추진방향 

전국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증진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 행사명: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주최: 교육부

▢ 주관: 순천시,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기간: 2020. 10. 23.(금)~10. 26.(월) [4일간]

▢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및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 참여기관: 전국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 주요내용

  ○ 홍보･체험관 운영 및 체험부스 운영

  ○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참가 및 작품 전시

  ○ 평생교육관련 부대행사(정책 포럼, 학술세미나, 북콘서트, 시낭송대회 등)

▢ 2020년 사업예산

  

추진사업명 시기 수량 예산(천원) 추진기관 비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분담금) 미정 1식 100,000 도교육청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홍보체험관, 체험부스 운영) 10월 1식 92,520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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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운영

추진방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이 되도록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

▢ 대상기관: 22개 교육지원청

▢ 주요 내용

  ○ 소속 평생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평생교육협의체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평생교육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와 평생학습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

    - 재능기부, 수강생 모집 홍보, 시설 제공 등

  ○ 각 급 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 내 평생학습관과 연계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육지원청: 지역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홍보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 운영, 강사 정보제공 등 

    - 각 급 학교: 평생교육 운영, 학부모에 대한 홍보, 장소제공 등 

  ○ 평생학습프로그램 수료자 활용 방안 마련

    - 강좌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한 평생학습자에 대하여 방과 후 강사, 특기적성 

강사 등으로 적극 활동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17 -

2-4.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추진방향 

학교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 추진근거: ｢교육기본법｣ 제9조, ｢평생교육법｣ 제29조

▢ 사업내용: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9년 학교 평생교육운영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비고

학교수(교) 269 135 50 2 456  

▢ 사업 내용

  ○ 대상: 학부모 및 지역주민

  ○ 프로그램: 지역특성과 학교 환경을 고려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학부모 및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단순한 체육활동, 취미 프로그램 지양

  ○ 강사: 현직교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강사로 위촉

  ○ 지역 학교 간 협의를 통해 공동 프로그램을 구성·운영 가능 

  ○ 학교 평생교육 운영모델

    - 학교단독형: 학교가 운영 주체로서 지역 연계 평생교육 업무 전담

    - 인근 학교 연계: 인근 지역의 학교들이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대표 학교가 운영의 책임을 맡고 협력 학교들은 지원․협력체제 유지

      ･ 강사수당 등 운영경비 공동 지출과 실적 공동 활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지역기관․단체․대학․학교 파트너십형

      ･ 참여주체 간 협약을 맺어 공동추진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는 제외

    - 마을학교형: 마을회관, 폐교 등을 활용한 주민 한글교실 등 운영 (*주민협의회 

등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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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추진방향 

퇴직자의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평생교육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

해 봉사하는 긍정적 퇴직자상 정립

▢ 구성: 130명 내외 

▢ 운영기관: 목포공공도서관

▢ 지원기관: 평생학습관, 각급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 소요예산: 174,650천 원(목포공공도서관)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할

전라남도교육청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지원
 - 우수 봉사단 표창(목포공공도서관 추천)

목포공공도서관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홍보․모집․선발․배치․관리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교육/연수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조직 및 D/B관리․운영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수요처 발굴 및 관리
 - 우수봉사자 사례 발굴 및 사업 자체평가  

교육지원청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용 수요처 발굴 협조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홍보 및 모집 안내

평생학습관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홍보 및 모집 안내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자료 제공
 -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2020년 사업예산

  
추진사업명 시기 수량 예산(천원) 추진기관 비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연중 1관 174,650 목포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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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방향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

편을 느끼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직화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체제 구축 연혁

  ○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교육규칙 제정(2011. 8. 9.)

  ○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2012. 2. 8.)

  ○ 교육부 성인 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2012. 12. 31.)

  ○ 전라남도교육청의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지침 마련(2013. 9. 5.)

  ○ 교육부 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2018. 5. 30.)

▢ 연도별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지정 현황

연도 과정 설치 지정 계 학생 수 기관명

2012 초등 1 5  6 327

[설치] 완도신지동초등학교
[지정] 목포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광양공공도서관, 
전남고흥평생교육관

2013 초등 1 11 12 595

[설치] 완도신지동초등학교
[지정]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장성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벌교공공도서관, 
전남광양평생교육관, 전남고흥평생교육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2014
초등 2 13 15 797

[설치] 완도신지동초등학교, 
진도조도초등학교대마분교장 

[지정]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장성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벌교공공도서관, 
전남광양평생교육관, 전남고흥평생교육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완도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중학 1  1 20 [지정] 전남고흥평생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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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초등학력인정서 발급: 107명(2014. 2. 12.)

     - 2014년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초등학력인정서 발급: 151명(2015. 2. 05.)

     - 2015년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초등학력인정서 발급: 243명(2016. 2. 01.)

     - 2016년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초등·중학 학력인정서 발급: 195명(2017. 1. 26.)

     - 2017년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초등·중학 학력인정서 발급: 134명(2018. 2. 1.)

     - 2018년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초등·중학 학력인정서 발급: 196명(2019. 2. 7.)

연도 과정 설치 지정 계 학생 수 기관명

2015
초등 13 13 790

[지정]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장성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벌교공공도서관, 
전남광양평생교육관, 전남고흥평생교육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완도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중학 1  1 40 [지정] 전남고흥평생교육관

2016
초등 14 14 790

[지정]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장성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벌교공공도서관, 
전남광양평생교육관, 전남고흥평생교육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완도군, 신안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중학 1  1 90 [지정] 전남고흥평생교육관

2017
초등 13 13 687

[지정]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장성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벌교공공도서관, 
전남광양평생교육관, 전남고흥평생교육관, 
여수시, 광양시, 완도군, 신안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중학 1  1 90 [지정] 전남고흥평생교육관

2018
초등 16 16 890

[지정]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장성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벌교공공도서관, 
전남광양평생교육관, 전남고흥평생교육관, 
여수시, 광양시, 완도군, 신안군, 순천시, 
곡성군, 진도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중학 2 2 115 [지정] 전남고흥평생교육관, 순천시

2019
초등 15 15 848

[지정]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장성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벌교공공도서관, 
전남광양평생교육관, 전남고흥평생교육관, 
여수시, 광양시, 완도군, 영암군, 순천시, 
진도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중학 2 2 140 [지정] 전남고흥평생교육관, 순천시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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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계획

  ○ 내용: 적절성,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평생교육기관까지 확대 실시

  ○ 기존 운영 중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또는 단독 개설 운영 지원

  ○ 각 단계별 표준 진입 평가지 마련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지표 개발

  ○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학습자 이력관리를 통해 향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인 학습자의 학력 인정체제 구축과 연계방향 모색

▢ 2020년 사업예산

  

추진사업명 시기 수량 예산(천원) 추진기관 비고

문해교육운영비 지원 2월 10관 59,700 행정과

문해교육운영 지도 연중 10관 2,400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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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충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 목적: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

 ○ 근거: ｢평생교육법｣ 제31조 

 ○ 사업 내용

   - 2020년 학교교육계획 수립(평생교육 시설): 2020. 1월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 교직원 인건비, 학생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지원

   - 지도점검: 연 4회 실시(별도계획 수립 시행) 

 ○ 시설현황: 2개교                                             (2020. 1. 1. 현재)

   

시설명
학급수 학생 수 교직원수

중 고 계 중 고 계 교원 행정직 계
학력인정 목포제일 

정보중․고등학교 7 12 19 306 541 847 40 4 44

학력인정 홍지중․ 
고등학교 8 8 16 281 250 531 25 4 29  

▢ 각종 평생교육시설 운영

  ○ 목적

    -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능력인 양성

    - 산업체, 백화점 등 사업장 종사자의 전문성 및 고객의 서비스 신장

  ○ 사업내용

    - 평생교육통계

      ･ 평생교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실시: 5월 중

    - 지도감독

      ･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장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강화 

  ○ 시설 현황                                                (2020. 1. 1. 현재)

   

구분 사업장
부  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원격형태 지식인력

개발형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계

시설수 15 21 13 5 5 2 61

▢ 2020년 사업예산

  
추진사업명 시기 수량 예산(천원) 추진기관 비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연중 2시설 2,408,592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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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학점은행제 홍보활동 강화 

▢ 학점은행제 근거 및 개념

  ○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개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인정하고, 학점으로 누적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제도

▢ 학점은행제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 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 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독학사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등

▢ 학점은행 신청 절차

  ○ 신청방법: 학습자 등록(처음 1번만 등록, 방문접수) 

⇒ 학점인정 신청(분기별 신청기간 내 방문 접수) 

⇒ 학점누적 시 학위신청 (전기 12.15.~다음해 1. 15./후기 6.15.~7.15.)

  ○ 학점신청 접수처: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센터 또는 시․도교육청

▢ 학점은행제 홍보 및 상담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센터

    - 인터넷 홍보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 전라남도교육청: http://www.jne.go.kr [교육정보→평생교육기관→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상담 전화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센터: ☎ 1600-0400  fax. 02)3780-9859

      ･ 전라남도교육청: ☎061)260-0878 학점은행제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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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법인 내실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추진방향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고,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목적: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법인운영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기관으로서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

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현황

                                                      (2020. 1. 1. 현재, 단위: 개)

   

공익법인
비영리

법  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계
장학 장학 학술

155 5 9 169 3

     ※ 비영리 법인: (사)전남교원총연합회, (사)전라남도교육청일반직공제회, (사)에듀펀플러스

   

  ◯ 시․군별 공익법인 현황                              (2020. 1. 1. 현재, 단위: 개)

   

시․군 법인수 시․군 법인수 시․군 법인수 시․군 법인수

목포 30 곡성 2 강진 1 장성 5

여수 21 구례 6 해남 7 완도 1

순천 17 고흥 3 영암 4 진도 4

나주 9 보성 5 무안 13 신안 3

광양 7 화순 11 함평 6

담양 4 장흥 9 영광 1 계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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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관리업무 [교육지원청]

  ○ 법인관리

    -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해산은 전라남도교육청)

         ※ 승인신청→변경허가→변경등기(3주 내)→결과보고(등기부등본 첨부)

    - 정관변경 요건 

      ･ 사단법인 - 총 사원 ⅔이상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허가

      ･ 재단법인 - 변경불가 원칙

        ※ 단, 정관에서 정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 주무관청의 허가

  ○ 임원관리

    - 임원임기: 이사(5~15인 이하) 4년 연임, 감사(2인) 2년 연임, 최초 임원의 

절반은 임기의 반으로 연속성 유지

    - 특수 관계자: 이사 현원의 1/5 초과 및 감사취임 불가

    - 결원 보충: 2월 이내 보충

    - 임원승인은 소급이 불가하므로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인 신청하여 연속성 유지

    - 이사취임 승인 취소 사유발생 시 즉시 취소

  ○ 이사회

    -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정관: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

      ･ 서면결의는 불가함

  ○ 회계 및 예․결산

    - 예산서 제출: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의 70% 이상을 직접 목적사업비에  

편성

      ･ 사무비, 인건비 등은 목적사업비와 구분 편성

      ･ 목적기부금은 감독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

    - 결산 상 주의사항

      ･ 세계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연도 이월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잉여금처리계획서 작성)

      ･ 과목별 예산액 초과 집행 금지(추경편성 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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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금 및 예비비 직접 사용 금지(추경반영)

      ･ 관계 장부 비치 및 작성: 정관, 임원 및 직원자료, 사원명부, 재산목록,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장부 및 증빙서류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관리

    - 기본재산: 설립 시 출연재산, 기부 등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산

    - 대체 재산이 없는 재산의 감축은 일체 불허함

    - 재산관리의 안전성 확보

    -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대금은 3년 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과다 보유한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전환

    - 기본재산의 증자 의지 지도

  ○ 지도․감독 

    - 교육지원청 수시 지도 점검(법인별 연 1회 이상)

    - 특별 점검(전라남도교육청 주관 연 1회 이상)

    - 지도․감독 사항

      ･ 사업수행: 목적사업 수행 적정성

      ･ 임원구성: 특수관계자 파악, 임원 취․해임 적정성

      ･ 법인사무관리: 관계 장부 비치, 재산증자보고 및 예․결산 제출시기 적정성 

      ･ 재산관리: 기본재산의 불법․편법 운영, 기부금의 재산편입 및 승인 등

      ･ 회계관리: 기본재산의 수익성,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검사

      ･ 장학금 지급: 장학생 선발과정 및 지급의 적정성 등

      ･ 기타: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상황 등

    -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철저 및 처벌 기준 준수

      ･ 제출자료(예산서, 결산서 등) 기한 엄수토록 지도

      ･ 위반행위 별 행정조치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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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원 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추진방향 

 학원의 불법･편법 근절로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 현황                                                            (2020. 1. 1. 현재)

구분
학 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계
학교교과교습 평생직업교육 소계

개소 2,608 206 2,814 584 3,300 6,698   

▢ 기본방침

  ○ 학원장 등 연수 강화로 전문성 제고

  ○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모색으로 사교육비 경감

  ○ 쾌적한 학원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도 철저

  ○ 학원상담실 설치․운영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 학원 지도․점검 업무의 청렴도 제고

▢ 학원장 등 연수 강화로 전문성 제고

  ○ 연수위탁기관 주관 연수

    - 횟수: 연 2회(2020. 3월 ~ 12월)

    - 대상: 학원장, 교습소 운영자, 학원 강사

    - 주관기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연수 

위탁 가능

    - 연수계획: 연수위탁기관의 계획 검토 후 추후 통보

  ○ 교육지원청 주관 연수: 연 1회 자체 학원장 연수 실시

▢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모색으로 사교육비 경감

  ○ 불법․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학원 온라인 신고센터 홍보 및 신고 된 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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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원청 자체 합동단속반 운영 상시 지도․점검

      ･ 유관기관 연계 특별점검팀 유지․운영 

      ･ 점검횟수: 연 1회 이상(학원 등 1개소 당)

      ･ 지적받은 학원에 대해서는 1년 내에 지적한 사항 재점검

    - 학원연합회를 통한 자정 활동 권장

    - 특별단속반 구성(권역별 3반) 및 교육지원청 별 특별지도․점검 실시(연 2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조회대상: 학원장, 학원 강사, 기타 학원 종사자, 교습소장, 교습소 보조요원, 개인

과외교습자

      ･ 학원 등록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조회 필수

      ･ 연 1회 이상 실시

  ○ 학원 등 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른 나이스 자료 관리 철저

    - 학원별 (변경)등록사항 나이스 관리 철저 

    - 정보공개 범위(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

습비 등) 관리․감독

    - 학원 등 정보공개 관련 홍보 및 안내 강화

 

▢ 쾌적한 학원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도 철저

  ○ 실내 조도 측정 강화(연 2회 이상): 300럭스 이상 권장

  ○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소 사전에 제거

▢ 학원 상담실 설치․운영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학원업무담당자(☎061-260-0878)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원업무담당자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묻고 답하기, 사이버 신고함 설치 운영

▢ 학원 지도․점검업무의 청렴도 제고

  ○ 학원업무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과정 연수 참가 확대  

  ○ 학원업무 담당자 워크숍: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자 워크숍 실시(연 1회) 

  ○ 깨끗하고 투명한 학원 지도․점검

    - 학원 지도․점검 시 공무원증 제시 및 점검기록부 기재 등 실명제 실시

    - 교육지원청 별 시민단체,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단속요원으로 위촉․동행

    - 유관기관(경찰서, 세무서 등)과 연계하여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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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지도․점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별로 교차하여 운영

  ○ 부정부패 근절 의지로 학원관련 부조리 사전 차단

    - 학원장 연수 시 주관 교육지원청에서는 금품․향응의 제공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

한 교육 강화

  ○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민원창구 운영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 학원 지도 점검 및 민원처리 후에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다양한 민원 창구 운영: 사설학원불법운영 신고센터, 묻고 답하기 등

  ○ 학원업무 담당공무원 및 학원장 표창

    - 건전한 학원교육 풍토 조성에 기여한 학원업무 담당공무원(5명) 및 학원장(5명)

▢ 2020년 사업예산

추진사업명 시기 수량 예산(천원) 추진기관 비고

 학원업무 관계자 워크숍 7월 1회 3,590 도교육청

 학원장등 연수 부담금 3월, 10월 2회 40,000 도교육청

 학원신고 포상금 연중 1식 20,000 도교육청



행 정 사 항

Ⅳ
1. 행정사항
2. 각종 서식

2020 전남 평생교육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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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항

  가. 도서관 자료의 폐기(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교육문화회관)

    1)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 권장

      - 근거: ｢도서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별표1의2

      -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 훼손, 파손 또는 오손

        ·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7% 이내

  나.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1)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편성 시 참고사항

      가) 자격증 강좌 운영

      - 근거: ｢자격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 ｢자격기본법｣ 제41조

      - 등록 민간자격 강좌 개설․운영 등에 대한 광고 시 표시의무 준수

      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해당하는 과정으

로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단,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해당하는 사

회복지사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미하므로 사회복지사 교습과정은 가능함

      다) 보건·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과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음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업무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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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

교육과학기술부, 2004. 3.

1. 목적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 설치·운영 가

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신뢰 확보와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함

2. 관련사항

∘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 설치·운영 

가능 여부

∘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 개설 불허

  - 이유

  가.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고등교육법｣ 제21조, 동법 제28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대학 및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은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도록 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의 분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 분야 

교습은 부적합하다 할 것임

※ 특히 보건복지부(한방 65310-160, 침구시술행위 강습에 대한 질의회신)는 평생

교육법에 의한 강습이라 할지라도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

하여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의료 교육을 받은 자가 

침·뜸 등의 시술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

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8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회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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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종교관련 교육과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음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관련 질의회신】

교육과학기술부, 2011. 5. 13.

1. 질의 요지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시 기존 운영 중인 종교관련 교과목의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

2. 회신

∘ 평생교육시설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을 운영할 수 없으나,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

원에서는 운영이 가능함

∘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개정과 관련이 없으며, 기존 운영 교과목

이라 해도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의 계속 운영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 단, 현재 운영 중인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

원에서 한시적으로 종교 등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종교 등 해당 교과목에 기 등록한 학생의 교습은 가능하나, 신규 학생 모집은 

불가

  - 해당 교과목의 폐지는 가능하나 신설은 불가

  - 기 등록한 학생의 학업 종료 시 해당 교과목 운영 금지

  다.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1) 적극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 홍보

      - 각종 매체 홍보 실적 제출: 연간 운영실적 보고 시

      - 지역 내 다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정보 제공: 홈페이지와 게시판 활용

    2)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개설 시 반영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근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 조회대상: 평생교육기관 상시 근무자 및 강사(1회성 강좌 포함)

    4) 평생교육기관 이용자를 위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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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 내용: 평생교육기관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라. 학교 평생교육

    1) 자체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3월 중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월 ~ 12월

    3) 결과보고

      - 초·중·고·특 → 교육지원청: 2020. 12. 11.(금)까지

      - 교육지원청 → 전라남도교육청: 2020. 12. 18.(금)까지

  마. 금빛평생교육봉사단(목포공공도서관)

   1) 자체 계획 수립 후 전라남도교육청에 보고: 2020. 2. 28.(금)까지 

     -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정년퇴직자가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2) 사업 결과보고: 2021. 1. 8.(금) 까지

   3) 금빛평생교육봉사단 DB구축 및 홍보 추진: 연중

   4) 봉사단원 소양교육 실시

   5)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우수 사례 발굴

  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 2020년 학교교육계획 수립: 2020. 1월

    2) 예산지원

      - 해당 기관별 예산 신청: 매분기 시작 전월 25일까지

      - 지침: 「전라남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 및 결과보고

      - 집행결과보고: 2021. 1. 4.(월)까지

      - 지도점검: 연 1회 실시(별도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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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각종 평생교육시설(교육지원청)

    1) 평생교육통계

      - 평생교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실시: 5월 중

    2) 지도감독

      -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장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강화

  아.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감독(교육지원청)

    1) 2020. 학원 등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연초)

      가) 우리 도교육청의 학원 등 운영지도 기본방침을 적극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 

      나) 2019년도 중에 지도․점검하지 않거나 지도․점검하여 지적을 받은 학원․교습소, 

민원이 발생한 학원․교습소는 지도․점검 계획에 반드시 반영  

      다) 학원 지도․점검반에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투명성 확보 

    2) 학원운영 교육 실시

      가) 학원 건전운영 등 교육: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1) 대상: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

        (2) 내용: 학원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및 처분기준 안내, 학원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선행학습유발 광고 금지, 학원 등 정보공개 사항 등

      나) 학원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실시 의무화

    3) 학원장 등 연수 시 적극 협조

      가) 주관기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중에 연수 

위탁 가능

      나) 협조사항

        (1) 강당 등 관련시설을 연수 장소로 사용 요청 시 협조

        (2) 해당지역 연수 시 담당자 참석하여 자체 지시사항 시달 및 원활한 진행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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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식 보고기한 대상기관 비고

운영 실적보고 
별도 

안내

1분기 2020.  4. 7.(화)

2분기 2020.  7. 7.(화)

3분기 2020. 10. 6.(화)

4분기 2021.  1. 5.(화)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교육문화회관

독서교실 표창 신청 

서식1

서식2

여름 2020.  7. 13.(월)

겨울 2020. 12. 14.(월)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교육문화회관

독서교실 결과 보고 
여름 2020. 8. 28.(금)

겨울 2021. 1. 29.(금)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표창 신청

도서관주간 2020. 3. 13.(금)

독서의 달  2020. 8. 14.(금)

독서행사 관련 표창 신청 행사 20일전 

기타 사업 결과 보고
서식4

서식5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020년 집행 결과 보고

별도 

서식
2021. 1. 4.(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실적 보고
서식3

2020. 12. 18.(금) 교육지원청

2020. 12. 11.(금) 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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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서식

〔서식 1〕 독서교실 및 독서관련행사 교육감 표창 신청 

기관명 참가 학교 수 참가 학생 수 운영기간 시상
예정일

시 상 인 원
초 중 계 초 중 계 초 중 계

※ 작성기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교육문화회관

〔서식 2〕

독서교실 및 독서관련행사 교육감 표창 결과 보고 

학교명 학년 성별 성  명 생년월일 시상일자 부문별 상장번호

※ 작성기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교육문화회관

〔서식 3〕

2020학년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학교

학교수
참여

인원

수

집행액

(천 원)

프로그램수 강사수

대상

학교수

운영

학교수

미운영

학교수

특     화

일반 합계

내부강사 외부강사

합계
장애인 노인 성인

문해
다문화
가정자격증기타 소계 교원기타소계금빛

봉사단기타 소계

초 　 　 　 　 　 　 　 　 　 　 　 　 　 　 　 　 　 　 　 　 　

중 　 　 　 　 　 　 　 　 　 　 　 　 　 　 　 　 　 　 　 　 　

고 　 　 　 　 　 　 　 　 　 　 　 　 　 　 　 　 　 　 　 　 　

특 　 　 　 　 　 　 　 　 　 　 　 　 　 　 　 　 　 　 　 　 　

계 　 　 　 　 　 　 　 　 　 　 　 　 　 　 　 　 　 　 　 　 　

※ 작성 시 유의사항
 - 대상 학교 수는 교육지원청 별 초·중·고·특 전체학교 수 기재
 - 대상 학교 수는 운영 학교 수와 미 운영 학교 수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참여인원은 연인원(참여한 총인원)으로 작성　
 - 집행액: 강사수당, 교수학습자료 제작 구입비 등 평생교육에 집행한 예산 총액(금액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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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사업결과 보고

□ 기관명:

□ 사업 집행실적

1. 총괄

(단위: 천 원)

사 업 명 교부액 교부금
수령액 지출액 잔 액 예금이자

발 생 액 반납액

2. 예산집행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내용 집 행 액 비고교부액 자 체 계

합계

□ 세부 사업 내용

※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록(부족 시 별지작성)

강좌명
(세부사업명)

구분 대상 기간 시간 횟수
등록
인원

참가
연인원

집행액
(단위: 천 원)

계

□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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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 보조기관 명칭:

□ 보조사업 집행실적

◦ 총 괄

(단위: 천 원)

보조사업명 보조결정액 보조금수령액 지 출 액 잔   액 예금이자발생액 반납액

※ 보조액만 기재하고 자체 예산은 제외

◦ 내 역

(단위: 천 원)

보조사업명 사업내용
집    행    액

비  고
보조금 자    체 계

계

※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록(별지작성)

□ 성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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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기관 현황

□ 전남 평생교육기관 현황                                  (2020. 1. 1. 현재)

구분 기관수 현황 비고 

평생학습관 21
공공도서관(17관), 평생교육관(2관), 

교육문화회관(2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2
학력인정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홍지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61

사업장(15), 시민단체(21), 언론기관(13), 

지식․인력개발형태(5), 원격형태(5), 

학교형태 학력 미 인정(2)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6,698 학원(2,814), 교습소(584), 개인과외(3,300)

계 6,782

 □ 전남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2020. 1. 1. 현재)

지정년도 도시명 주소 비고

2003 순천시 순천시 중앙로 232

2004 목포시
(무안, 신안) 목포시 양을로 203

2006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2007
강진군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2014 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2015 화순군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2016 고흥군 고흥군 고흥읍 홍양길 40

2017
영광군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완도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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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 평생학습관 현황

(2020. 1. 1. 현재)

구 분 기관명 주소 전 화 FAX 우편번호 비고

평

생

학

습

관

공

공

도

서

관

목포공공도서관 목포시 원산주택로3번길 6 270-3800 278-3518 58639 지정

나주공공도서관 나주시 남고문로 51 330-6717 333-1113 58258 지정

남평공공도서관 나주시 남평읍 남평3로 14-13 337-9436 337-9437 58227 지정

광양공공도서관 광양시 중마로 262 797-5300 791-8781 57780 지정

담양공공도서관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31-48 383-7435 383-7436 57347 지정

구례공공도서관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119-6 782-2366 782-0755 57652 지정

보성공공도서관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140 852-3891 853-2463 59456 지정

벌교공공도서관 보성군 벌교읍 월곡길 13 858-0501 858-0507 59428 지정

화순공공도서관 화순군 화순읍 도서관길 15 372-0531 372-0777 58120 지정

장흥공공도서관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2길 33 862-3555 863-3580 59323 지정

해남공공도서관 해남군 해남읍 서성1길 33 536-2483 536-7944 59029 지정

영암공공도서관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7-11 473-0692 473-6785 58414 지정

무안공공도서관 무안군 무안읍 교촌길 42 452-8300 453-1770 58521 지정

함평공공도서관 함평군 함평읍 신기산길 46-12 322-0515 324-5573 57147 지정

영광공공도서관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3길 2-16 353-2690 352-2690 57045 지정

장성공공도서관 장성군 장성읍 청운7길 22 399-1621 392-8845 57220 지정

진도공공도서관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12 544-2937 544-0398 58917 지정

평생
교육관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광양시 안산길 23 815-1611 815-1670 57720 설치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47-13 830-2584 834-3594 59542 설치

교육
문화
회관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여수시 대통1길 55 808-0114 808-0200 59638 지정

곡성교육문화회관 곡성군 곡성읍 읍내7길 29 362-0671 363-1318 57537 지정

총 21개관(공공도서관 17, 평생교육관 2, 교육문화회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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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현황

(2020. 1. 1. 현재)

□ 가입현황

내역
인원수

2019년
2020년

비고
재가입 신규가입 계

봉사단원 132명 106명 26명 132명

활동기관 51기관 47기관 4기관 51기관

 
□ 봉사활동 기관별 배치현황

구분 도서관 학교 평생교육
기    관

복지
기관

의료
기관

기타평생
교육시설 계

기관수(곳) 5 2 1 17 1 25 51

배치인원(명) 33 2 3 55 5 40 138

백분율(%) 9.7 4.0 2.0 33.3 2.0 49.0 100

□ 활동 분야

영역 구분 활동분야

기초문해교육 한글문해 프로그램 한글교실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노래교실, 풍물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미술, 서예, 국악, 하모니카, 
바둑, 오카리나, 동양화, 
연필화

인문교양교육

건강심성 프로그램 상담, 건강교실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예절교육, 한자교실, 
학습지도, 컴퓨터, 외국어

시민참여교육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스카우트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독서도우미, 열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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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지원청별 학원 등록 현황

(2020. 1. 1. 현재)

구     분
학   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 습 자

합 계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소 계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454 45 499 91 337 927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512 36 548 151 503 1,202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523 58 581 156 1,063 1,800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153 16 169 21 236 426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256 16 272 53 433 758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11 1 12 3 16 31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21 2 23 3 11 37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22 1 23 2 10 35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45 2 47 7 17 71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26 1 27 7 34 68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79 4 83 11 69 163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26 1 27 - 26 53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27 - 27 9 32 68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59 7 66 17 33 116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45 - 45 3 29 77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169 10 179 16 247 442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14 1 15 2 7 24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68 3 71 12 56 139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35 1 36 7 13 56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31 1 32 10 82 124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24 - 24 3 37 64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8 - 8 - 9 17

총합계 2,608 206 2,814 584 3,300 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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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교육시설 등록 현황

(2020. 1. 1. 현재)

분류 평생교육시설명 교육과정 지역

사업장
부설
(15)

홈플러스평생교육스쿨광양점
포크아트&톨&냅킨아트 등 80개 
과정

광양

동광양농협문화센터 메디컬 요가 외 137과정 광양

롯데마트 문화센터 목포점 시민문화강좌 목포

홈플러스문화센터목포점 시민문화강좌 목포

뉴코아순천점문화센터 일반사회교육 순천

홈플러스문화센터순천점 시민문화강좌 순천

홈플러스문화센터순천풍덕점 평생교육 순천

순천농협문화센터 평생교육 순천

이마트순천점문화센터 시니어요가 외 106과정 순천

한국전통문화체험장 한국전통문화체험 순천

(주)이마트여수점문화센터 한자공예 외 57과정 여수

롯데마트문화센터여수점 평생교육 여수

영광농협부설 평생교육시설 사회참여 교육프로그램 영광

정남진농협 평생교육원 실버대학 장흥

화순농협문화센터 평생교육 화순

시민사회
단체 부설

(21)

유럽유학아카데미 독일어 몰입식교육 곡성

세린사회교육원 사회복지사과정 외 6과정 담양

사단법인청소년문화공동체부설평생교육원 청소년지도자과정 목포

목포여성인력개발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목포

목포YMCA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목포

(사)건강나눔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목포

순천아카데미야학 문해과정 순천

농촌인력교육개발원 웃음치료 외 4과정 순천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 및 자격과정 순천

순천정보과학야학 문해과정 순천

에듀누리평생교육원 평생교육 순천

여수외국어야학평생교육센터 한글문해반 외 6과정 여수

풀잎평생교육원 홈패션 외 43과정 여수

여수YWCA여성인력개발센터 한식조리사 등 74과정 여수

여수시민학당 노인돌보미 외 12과정 여수

완도평생교육원 성인대상 문해교육 완도

성광평생교육원 성인 등 평생교육 완도

장흥학당 평생교육 장흥

미래행복평생교육원 평생교육 해남

해남YMCA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 교육 외 해남

화순YMCA평생교육시설 역할극 상담사 양성 과정 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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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평생교육시설명 교육과정 지역

언론기관 
부설
(13)

광양평생교육개발원 예쁜 소품 만들기 등 43과정 광양

제일평생교육원 POP 예쁜 글씨 등 6과정 광양

해양수산교육원 환경보존, 환경조사 광양

목포신학원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목포

국제교육문화센터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자의 
직업능력개발

목포

전남건강복지평생교육원 교양강좌(세미나)나 직업창출 목포

동부심리상담교육원 심리상담사2급 외 14과정 순천

덕성평생교육원 주택관리사외 17과정 순천

청산평생교육원 문해교육 외 6과정 순천

밀알평생교육원 심리상담사과정 외 13과정 여수

에듀라이프평생교육원
한국의 사계절과 다문화교육 외 5
과정

여수

화순미래평생교육원 평생교육 화순

더센터오브필라테스목포평생교육원 필라테스 외 무안

원격형태
(5)

스마일 에듀넷 원격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곡성

고구려대학부설 원격평생교육원 교양강좌 나주

에듀뉴리사회적협동조합 원격평생교육
원

논리와 스토리로 만드는 퍼펙트 설
득 전략 외 9과정

순천

원패스평생교육원 MOS 2007 PowerPoint 외 3과정 순천

세한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개론 외 48과정 영암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5)

KBS목포88체육관평생교육센터
수영, 헬스, 라켓볼, 아쿠아로빅. 에
어로빅

목포

(사)홍익원 평생교육원
노인 성 상담교육, 한글, 한자교육, 
컴퓨터기본교육

무안

전남여성플라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무안

한국폴리텍교육원 생산사무 외 11종 영암

마스터브레인해남평생교육원 평생교육 해남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2)

순천향토학교 초·중등 일반과정과 성인문해교육 순천

보길도 꿈꾸는 학교 성인대상 문해교육 완도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2)

학력인정 홍지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과정 보성

학력인정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과정 목포



 행 정 과 장  윤 명 식

 평생교육팀장  정 미 애

 담당자별 업무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주 무 관 정민호

◦ 공공도서관·평생교육관·교육문화회관 설치·폐지와 운영지도 

및 지원

◦ 공공도서관 신축·이설·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설립·폐지와 운영지도 및 지원  

◦ 교육박물관 설립 기획에 관한 사항

061-
260-0876

주 무 관 홍종화

◦ 비영리법인 설립·해산 및 운영의 지도·감독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 및 운영의 지도·감독

◦ 고등공민학교 대장관리 지도

◦ 외국인단체(학교) 등록 해산 및 지원

061-
260-0877

주 무 관 김정애

◦ 평생학습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관한사항

061-
260-0868

주 무 관 김기만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및 지도·감독

◦ 일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061-
260-0878

학예연구사 김규리

◦ 교육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항

◦ 교육사 자료와 유물의 수집, 정리, DB구축

◦ 임시수장고 운영과 관리

061-
260-0869

주 무 관 김지영

◦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전남독서문화한마당 개최에 관한 사항

◦ 도서관·평생교육 분야 교육감 표창에 관한 사항

◦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061-
260-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