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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강동구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2017년~2018년에 리상섭 교수 등(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한국평생교

육·HRD연구실)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으며 해당 컨설팅의 결과를 다음 해의 교육추진방향에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우선 과제 3가지 영역(지역사회 시민역량 개발, 직업역량 개발, 사회공헌 참여역량)을 

분류하여 각 영역별 강동구 평생학습 활성화 전략 구축 및 핵심사업 역량에 집중하였다. 강동구는 민선 7기 공약사업에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평생교육 세대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누리고, 어디서나 누리는 양질의 평생학습과 제도개선을 통한 튼튼한 기반의 평생학습은 교육부가 제시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세계적 추세와 

강동구의 지역 환경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계획(’20~’24)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에서는 구민들이 지역 계층 

간 차별 없는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을 통하여 성숙한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큰 틀에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만의 고유한 평생학습 전망 및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과 담당자 간 시선차이 고려

평생학습 이용현황, 수요 등에 관하여 강동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평생학습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과 담당자 간 시선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시간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은 스포츠교육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나, 담당자들은 인문교양교육을 꼽았다. 

둘째,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시간대의 경우 주민들은 평일오전과 주말오전을 선호했으나, 담당자들은 평일저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습을 경험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의견에 치중하여 정책을 세우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에 치중한다면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의 간극으로 인하여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6%가 평생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의 

90.6%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평생학습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를 꼽았다. 이는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인 방면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활용, 참여가 적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 SNS를 통한 홍보채널의 확대 등 홍보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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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존재 필요 

본 연구에서 평생학습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기관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

하는 지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고, 16.1%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에 응답하였다. 또한 

기관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60%, 워크샵 및 세미나 20%, 기타 20% 순으로 응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담당자들 중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그들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긍정을 보였다.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평생학습의 방향에 대하여 하나의 큰 

목표를 공유하고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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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 연구배경 및 목적

1) 민선 7기 공약사업 :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평생교육 세대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실현

◦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 민선 7기 공약사업에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평생교육 세대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 상황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지역 구민들에게 지역 계층 간 차별 없이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성숙한 지역공동체 실현

2) 강동구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필요

◦ 강동구 인구의 변화에 따른 중장기(’20~’24) 발전계획 필요

‐ 2020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대비 지역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평생학습도시 지정일자 : 2007.7.9.

‐ 강동구의 인구 및 생애주기 변화, 재개발에 따른 지역 환경 변화로 인한 평생학습 이용 구민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

‐ 서울은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잦고 유동성이 많은 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애주기에만 집중

하기 보다는 인구의 변화 또한 함께 고려하여 분석 

‐ 평생학습 운영 진행상황 및 결과에 따른 ’20~’24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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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3

2 ∙ 연구범위

1) 시간·공간적 범위

◦ 시간 : 2020년 ~ 2024년

◦ 공간 : 강동구

2) 내용적 범위

◦ 현황분석 : 강동구의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행정체계와 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정책 변화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

◦ 비교분석 : 해외 및 국내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강동구와의 비교를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

◦ 요구분석 : 지역구민과 평생학습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동구의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

◦ 전망수립 :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4 동안 강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언

3 ∙ 연구방법

연구방법 내용

문헌조사 ∙ 평생학습 관련 국내·외 문헌 분석

사례연구 ∙ 평생학습 프로그램 진행현황 및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 평생학습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설문조사 및 인터뷰
∙ 강동구 내 평생학습기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수행

∙ 평생학습 담당자 대상 인터뷰 수행

[표 1-1] 연구방법



4

4 ∙ 연구내용

1) 지역현황과 특성 분석

◦ 일반현황 및 인문사회적 현황

◦ 강동구 평생학습 현황(평생학습기관, 주요사업 및 성과, 학습동아리 등)

2) 강동구 평생학습 이용현황 및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및 분석

◦ 평생학습에 대한 의식 및 인지 정도

◦ 평생학습기관의 시설 및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희망 분야

◦ 평생학습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여부 등

3) 2020년 ~ 2024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UNESCO, WORLD BANK, EU, 정부, 서울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기본진흥계획에 맞는 

강동구만의 전망 제언

◦ 국가·지역 정책 및 지역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내용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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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황분석

1 ∙ 강동구 일반현황

1) 위치

◦ 지리적 특성

‐ 강동구는 서울시의 남동단에 위치하며 북쪽에는 한강을 경계로 경기도 구리시와 서쪽으로는 천호대교를 

기점으로 광진구와 인접하고 있음

‐ 동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경계하며 남쪽으로는 강동대로를 중심으로 송파구와 이웃함

‐ 중부고속도로의 시발점으로 서울 동부의 교통요충지로써 상일 IC를 통하여 바로 강동구로 진입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를 통하여 암사동 유적과 천호동으로 진입할 수 있음

◦ 위치

방위 지명 경도 위도 연장거리

동단 상일동 산12 동경 127° 11‘ 06“ 북위 37° 32‘ 56“
동서 간
7.6km

서단 천호동 522-16(한강) 동경 127° 26‘ 52“ 북위 37° 32‘ 23“

남단 둔촌동 산31-1 동경 127° 08‘ 50“ 북위 37° 30‘ 54“
남북 간
6.4km

북단 강일동 2-1 동경 127° 10‘ 45“ 북위 38° 34‘ 43“

[표 2-1] 강동구의 위치 

◦ 지역적 특성

‐ 한강연안의 범람으로 형성된 고기하성층인 홍적층과 현 하천유로와 곡간에는 신기하성층이 퇴적되어 고덕천 

연안 등에는 넓은 충적층을 이루고 있어 옛날부터 비옥한 밭농사와 논농사 지역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아직도 일부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촉성 재배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지질적 환경과 지형적 특색은 도시화 과정에서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역적 구조의 특색을 이루는 데 

반영되고 있음

‐ 중부고속도로의 시발점으로써 동부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지리적 특징이 있기 때문

‐ 전체면적은 24.58㎢로 이중 40.32%가 녹지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도시임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2) 자연적 특성

◦ 지질

‐ 강동구는 한강의 침식 및 퇴적작용을 받았으며 한강으로 유입되는 성내천과 고덕천 일대에 충적층이 

발달하였고, 중부와 남부에는 일자산 줄기의 구릉성 산지로 되어있음

‐ 남쪽에서 중앙부로 한남정맥의 끝줄기인 청량산에서 뻗은 일자산 줄기가 흘러 성삼봉·응봉을 이루며, 

그 기슭으로 성내천과 고덕천이 흘러 한강으로 유입됨

◦ 생태자연도

‐ 강동구의 기존 시가지는 대부분 3등급지이며 한강에 접한 서측과 북측의 고덕산, 동측의 대규모 공원 

일대에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형성되어 있음

2 ∙ 강동구 인문사회적현황

1) 역사 및 행정구역

◦ 역사

‐ 강동구 암사동에는 기원전 5000년경에 세워진 신석기 시대의 집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를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제267호)이라 함

‐ 성종 2년인 938년 강동구 일대는 광주목으로 개편하여 일대가 마을로 발전하기 시작해 원터골에 

명일원이라는 숙박시설을 보급하고, 천호동·명일동 지역에 역참을 설치하였음

‐ 강동구 일대는 선조 10년(1577년) 광주부로 승격하여 당시 강동구 일대의 명칭은 조선 성종 때 구천(龜川) 

어효첨(魚孝瞻) 선생(先生)이 사셨던 고장이라 하여 선생의 아호(牙號)를 따서 구천면(龜川面)이라 하였음

‐ 1979년 10월 1일 강남구의 탄천 동쪽을 관할로 강동구를 분리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행정구역

‐ 관할구역은 강일동, 상일동, 고덕1~2동, 암사1~3동, 천호1~3동, 성내1~3동, 둔촌1~2동, 길동, 명일

1~2동 등 18개 행정동으로 되어 있고 전체면적은 24.58㎢임

‐ 강일동은 2.08㎢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성내 1동이 0.58㎢로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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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동구 2016~2017 환경백서

[그림 2-1] 강동구 위성 지도

2) 유형문화재

◦ 서울 암사동 유적

‐ 서울 암사동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여 전에 우리의 조상인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신석기 시대의 최대 집단 취락지임

‐ 1925년 을축년 홍수 때 한강변 모래언덕 지대가 심하게 패어져 수많은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노출되

면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은 유적지임이 밝혀지기 시작하였음

‐ 1967년에는 대학연합발굴단, 1968년에는 서울사대 조사팀, 1971~1975년에는 국립중앙 박물관, 

1983년에는 서울대 암사동 유적발굴단에 의한 대규모 조사로 수혈주거지군(竪穴住居址群)과 그 부속

시설이 확인되었고, 이후 계속된 발굴조사에 의해 많은 빗살무늬 토기와 석기는 물론 청동기·백제

시대의 유물도 출토되었음

‐ 1979년 7월 26일 사적 제267호로 지정되었으며, 1981~1988년까지 유적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총

면적 78,133㎡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하였으며 9차에 걸친 복원공사로 신석기 시대 움집이 복원

되고 원시생활 전시관이 건립되었음

‐ 주차장,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88년 8월부터 개방하고 있음

◦ 광주이씨광릉부원군묘역

‐ 1993년 4월 3일 시도유형문화재 제90호(서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6,184㎡임

‐ 조선 세종 때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7명의 왕을 섬기면서 도덕 정치를 실천한 광릉부원군 이극배

(1422~1495년)와 그 후손들의 묘역

◦ 문희공 유창 묘역

‐ 1995년 1월 25일 시도유형문화재 제96호(서울)로 지정되었음

‐ 유창(~1421)은 고려 공민왕 20년(1371년) 문과에 급제한 후 성균학우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맡았고, 

8



02 현황분석 9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그를 도와주어 개국공신이 되었음

‐ 신도비란 왕이나 2품 이상의 공신들의 평생업적을 기록하여 그의 무덤 가까이에 세워두는 것으로, 

이 비는 고려말·조선초의 유명한 문신인 유창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있음

‐ 비가 서 있는 이 일대에는 유창의 묘와 그 자손들의 묘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이 비 외에도 여러 

석조물들이 남아있어 당시의 석조미술과 묘제연구에 중요자료가 되고 있음

◦ 마하연 제석천룡도

‐ 2017년 1월 26일 시도유형문화재 제399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가로 99.5cm, 세로 91.6cm임

‐ 마하연 제석천룡도의 색채는 적·녹색 위주로 황색계열 구름과 연하늘을 채색하여 19세기 전반경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불화임

‐ 부분적인 안료박락과 화면의 갈라짐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하게 유지되어 있고, 봉안사찰은 불분명

하지만 조성연대가 1855년으로 분명하여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3) 무형문화재

◦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 199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음

‐ 보유자는 이종천(李鍾天), 이재경(李載慶)으로 출상, 상여(喪)놀이, 노제(路製,) 외나무건너기, 징검다리 건너기, 

달구질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나전칠장

‐ 199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음

‐ 보유자는 손대현(孫大鉉)으로, 그의 작품은 웅장하고 섬세함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면서도 

나전칠 특유의 화려함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차원의 공예품으로써 손색없음

‐ 그동안 많은 작품을 만들었지만 장인정신이 투철하여 상업적인 작품은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 

공예의 전통을 살리고 계승해 나가는 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짐

‐ 근래에는 출품활동보다는 기술개발과 작품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어, 우리 전통공예의 맥을 

이으면서 특수한 나전칠 기법을 창조·개발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침선장

‐ 1988년 8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되었음

‐ 보유자는 구혜자(具惠子)로, 침선이란 바느질로 옷과 장신구를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침선장이라 함

‐ 침선은 삼국시대부터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으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발달

하여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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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제

◦ 선사문화축제

‐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신석기 문화를 교육, 놀이, 체험을 통해 배우고 즐기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형 축제이자 주민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음

‐ 1,500여명에 달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원시 대탐험 거리퍼레이드」는 

지역축제를 브랜드화 시킨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축제의 밑바탕이 되었고 암사역 

주변에서 벌어지는 퍼레이드단의 대형 퍼포먼스는 거리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음

‐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서울시 최고의 축제 중 하나로 평가받음은 물론이고 축제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를 2014년부터 4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음

5) 문화체험

◦ 목요예술무대

‐ 강동구에서는 매월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구민에게 문화·예술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목요예술무대>를 

진행하고 있어 부담 없는 비용으로 강동아트센터에서 즐길 수 있음

◦ 강동 톡 페스티벌

‐ 2010년 강동 구립도서관이 주관하는 최초이자 최대의 책 잔치인 ‘강동 북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강연과 토론이 어우러지는 말 축제인 ‘강동 톡 페스티벌’로 변경하여 개최하고 있음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한마당

‐ 2011년부터 시작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한마당’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민속명절 정월대

보름을 맞이하여, 텃밭에서 도시농부들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달집을 보며 소원을 비는 

자리임

◦ 강동 도시농업·원예 박람회

‐ 매년 5~6월 도시농업공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2011년 도시농업축제 개최로 시작하여 2016년부터는 

박람회로 새로 바뀌었음

‐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건강 힐링을 넘어 생활 속 도시농업을 보고 느낄 수 있음

◦ 강동 어린이 대축제

‐ ‘강동 어린이 대축제’는 강동의 영유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행복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건강한 

도시 강동을 실현하기 위한 어린이날 행사로써 다양한 놀이체험 및 문화공연의 장을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내·외 놀이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 다문화 가족 축제

‐ 매년 4~5월 중 열리며 2013년부터 시작된 “다 하나의 가족 축제”는 다양한 나라의 놀이 및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가족과 비 다문화가족 모두가 다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소통하는 자리임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별(★)의 별 축제

‐ 2007년부터 시작된 축제로 강동 허브천문공원에서 개최되며, 허브와 별을 주제로 이색적인 체험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향긋한 가을밤의 별빛 축제로 매년 9월 말에 열림

7) 관광명소

◦ 강풀만화거리

‐ 강동구를 작품의 주요 배경으로 웹툰을 그리고 있는 강풀작가의 순정만화 시리즈 <순정만화>, <바보>, <당신

의 모든 순간>, <그대를 사랑합니다> 4편을 마을 이야기와 엮어 2013년 9월 성내2동 성안마을에 자리하고 

있으며 신청 시 도슨트 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함

◦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 서부 등을 경계로 뻗어 있으며, 강동구의 최고봉으로 강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임

‐ 4월~10월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강동 그린웨이걷기대회 행사가 개최됨

‐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실내·외 배드민턴장과 X-게임장이 마련되어 있음

◦ 일자산 허브 천문 공원

‐ 길동생태공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자산 자연공원과 더불어 조깅코스, 산책로, 전망데크 등 

어린이부터 청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

‐ 공원 동쪽에 새벽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서쪽에는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관찰대가 위치하고 있음

◦ 강동 그린웨이 가족캠핑장

‐ 일자산 자연공원 숲속에 위치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리적 특성을 그대로 살린 자연친화적 가족

캠핑장으로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캠핑 공간 49면, 방문자가 본인의 텐트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8면을 포함해 음수대, 매점 등이 있음

◦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 강동대교에서 잠실철교 사이에 있는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시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뱃

놀이와 각종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물이 맑고 깨끗한 지역이며, 한강 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퇴적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톱과 대규모 갈대군락지로 자연 그대로의 한강의 모습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곳임

◦ 천호근린공원

‐ 철쭉이 만발할 때 “철쭉축제”가 열리는데, 2012년부터 진행된 이 축제는 강동지역의 대표적인 봄꽃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문화공연과 주민참여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짐

11



8) 인구

◦ 2015년 인구분포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 재구성

[그림 2-2] 2015년 강동구 연령별 인구분포

‐ 0~4세부터 30대까지는 남자의 비율이 더 높고 40대부터 70세 이후까지는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음

‐ 50대가 전체의 17.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40대(16.54%)와 30대(16.36%)의 

순서로 많았음

◦ 2016년 인구분포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 재구성

[그림 2-3] 2016년 강동구 연령별 인구분포

‐ 2015년과 마찬가지로 0~4세부터 30대까지는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40대부터 70세 이후까지는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음

‐ 50대가 전체의 17.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40대(16.44%)와 30대(16.12%)의 

순서로 많았음

‐ 전 년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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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인구분포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 재구성

[그림 2-4] 2017년 강동구 연령별 인구분포

‐ 이전(’15~’16)과 마찬가지로 0~4세부터 30대까지는 남자의 비율이 더 높고 40대부터 70세 이후까지는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음

‐ 50대가 전체의 16.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40대(16.36%)와 30대(16.10%)의 

순서로 많았음

‐ ’15~’16과 같은 패턴을 보임

◦ 2018년 인구분포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 재구성

[그림 2-5] 2018년 강동구 연령별 인구분포

‐ 이전 3개년(’15~’17)과 마찬가지로 0~4세부터 30대까지는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40대부터 70세 

이후까지는 여자의 비율이 높은 패턴을 보임

‐ 50대가 전체의 16.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40대(16.09%)와 30대(16.09%)의 

순서로 많았음

‐ ’15~’17과 같은 패턴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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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추이

‐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강동구의 총 인구수는 점점 감소하였음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인구 수 444,381 429,412 423,978 414,227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표 2-2] ’15~’18 강동구 총 인구 수 추이
(단위: 명)

‐ [표 2-2]와 아래의 [표 2-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적문제인 저출산, 인구고령화, 총 인구 감소 

현상이 강동구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

연령 특징

0~4세 꾸준히 감소

5~9세 2017년 제외하고 감소

10대 꾸준히 감소

20대 꾸준히 감소

30대 꾸준히 감소

40대 꾸준히 감소

50대 꾸준히 감소

60대 꾸준히 증가

70세 이후 꾸준히 증가

[표 2-3] ’15~’18 강동구 연령별 인구 변화 특징 

‐ 60대와 70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의 폭은 60대가 더 큼

‐ 70대 이상에는 80대와 90대, 100세 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60대의 증가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시사

‐ 재건축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났던 둔촌·고덕 위주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감소했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261세대가 새로 입주하여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래의 [그림 2-6]처럼 2020년부터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

‐ 2024년에는 5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자료: 강동구 조직효율화 연구보고서

[그림 2-6] 강동구 총 인구 추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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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동구 평생학습현황

1) 평생학습 관련 기초통계

◦ 평생학습기관 관련 통계

‐ 강동구에는 전문, 자격,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교육 강좌 수와 참여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연도 평생학습 기관 수 강좌 수 참여인원

2015 88개 596개 17,169명

2016 88개 834개 65,422명

2017 70개 1,258개 71,212명

[표 2-4] 관내 평생학습기관 현황(’15~’17)

◦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 통계

‐ 「2017 강동구 사회조사」에 따르면 강동구민의 16.9%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교육 유형으로는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받은 경험이 48.9%로 가장 높았고, 학습동아리 등 공부

모임이 7.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2015년 대비 평생교육 참여율은 소폭 감소(0.1%)했지만, 교육유형에서 ‘사이버학습’(4.0%) 및 ‘학습동아리 

등 공부모임’(3.8%)은 상승했음

자료: 2017 강동구 사회조사보고서

[그림 2-7]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 권역별로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성내·둔촌권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명일·강동권이 

13.3%로 가장 낮았음

15



자료: 2017 강동구 사회조사보고서

[그림 2-8] 권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 강동구민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절반이상

(53.7%)을 차지함

자료: 2017 강동구 사회조사보고서

[그림 2-9]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 프로그램 중 ‘직업능력교육(자격증, 취업·창업교육 등)’을 가장 선호(1순위 35.7%, 종합 43.5%)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 2017 강동구 사회조사보고서

[그림 2-10]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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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 관내 평생학습 기관 수 : 61개

‐ 관내 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 수 : 1,308개

기관유형 기관 수 프로그램 수

도서관 7 205

문화예술체육시설 6 143

청소년시설 2 42

여성관련시설 1 38

복지관 8 227

직업훈련시설 11 64

자치회관 17 340

기타시설 9 249

합계 61 1,308

[표 2-5] 2018년 관내 평생학습 기관·프로그램 수

◦ 2018 평생학습 동아리 현황

‐ 2018년을 기준으로 평생학습 동아리는 총 106개 이고, 그 중 활동 중인 동아리는 83개임

‐ 활동 중인 83개의 동아리 중 지원을 받는 곳은 60개임

‐ 지원의 종류에는 � 학습(활동)장소, ‚ 학습자료 및 정보, ƒ 강사인력과 강사료, „ 행사 참여 기회, … 

타 동아리와 교류, † 관련 연수 및 교육, ‡ 예산지원 등이 있고, 60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아리 중 

예산을 지원받은 곳은 37개임

‐ 동아리 활동 분야 구분

구분
인문
교양

직업
자격

건강 외국어
문화
예술

가족/
자녀

학력
보완

시민
참여

기타 합계

개수 21 6 13 1 33 1 1 2 5 83

[표 2-6] 동아리 활동 분야 구분

‐ 동아리 운영기간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개수 1 45 32 5 83

[표 2-7] 동아리 운영기간

‐ 동아리 회원 수는 총 978명 중 50대가 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92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는 246명, 70대 10명, 30대 10명, 20대 이하는 1명으로 학습동아리 활동에 

있어 젊은 층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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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동구 평생학습 체제

◦ 조직

‐ 강동구는 교육지원과에 교육정책팀, 자기주도학습지원팀, 평생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11] 강동구 평생학습 체제(조직도)

◦ 주요 업무

구분 주요업무내용

교육정책팀

∙ 교육경비보조금(유·초·중)지원 업무

∙ [혁신교육지구]마을교사학교, 마을배움터(선택학교, 학습콜링제), [혁신교육지구]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스포츠리그전 및 건강한 학교 사업, [혁신교육지구]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학부모이자 

  시민으로 함께 성장하기 업무

∙ 교육주간행사, 교육영향평가제 운영, 예산·결산 및 청사시설관리, 친환경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 업무

∙ [혁신교육지구]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문화 조성, 혁신교육지구 코디네이터 모집 및 

  관리 업무

∙ 온종일 돌봄·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 졸업식 및 모범학생·교육인 표창, [혁신교육지구]마을 

  속 청소년 대안교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업무

∙ [혁신교육지구]청소년 동아리·프로젝트 지원, 중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자기주도학습지원팀

∙ 교육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강동 에듀맘 포럼 운영,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 구축

∙ 강동교육박람회 개최 지원, 교육지원기금 운영 및 강동구 장학금 지급 업무

∙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 추진

∙ 다양한 입시설명회 개최, 대학수시 및 정시입학 전형 관련 업무, 상담(자기주도학습, 진로 

  및 진학) 및 관리, 돌봄 상시상담 운영,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고교-대학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고3힐링 프로그램 운영, 강동구 초·중등 사이버스쿨, 

  강동구 화상영어 업무

청소년지원팀

∙ 학교 밖 청소년지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지도위원 관리운영,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관련 업무,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업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업무

∙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 비영리법인 관리, 청소년 자연체험캠프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청소년시설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관리 운영

∙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청소년 참여예산 운영

평생교육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관리, 

  평생교육 관련 규정 관리, 평생교육대학·성인문해교육, 지혜나눔학교 운영

[표 2-8]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 내용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02 현황분석 19

◦ 법적기반 :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2006년 10월 4일에 제정되었음

‐ 제8조 [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

교육협의회를 두고 있음

‐ 제10조 [구성]에 따라 협의회는 위원장(구청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제17조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③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④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⑤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⑥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⑦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⑧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 ⑨ 평생교육 상담, ⑩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⑪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2018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2018.12.31.조례 제1361호)에 따른 개정을 함

◦ 평생학습관 주요 연혁

∙ 사이버 검정고시 운영, 평생학습 공모사업, 평생학습관 강의실 배정관리 업무

∙ 평생교육대학·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및 관리, 평생교육사 실습생·코디네이터 모집 및 운영, 

  평생학습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강사등록 관리,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자료: 강동구 홈페이지, www.gangdong.go.kr

구분 내용

2005년 ∙ 법적·제도적 평생학습 추진계획 수립

2006년

∙ 강동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제정

∙ 평생교육지원팀 신설

∙ 강동평생학습 아카데미 신설(제1기 운영)

∙ 강동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실행계획 수립

2007년

∙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 발족

∙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 평생학습도시 지정(교육인적자원부)

∙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제2~3기 운영

∙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개최

∙ 제1회 강동 솜씨자랑 한마당

∙ 강동부모코칭학교 신설(제1기 운영)

2008년

∙ 강동부모코칭학교 제2~3기 운영

∙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제4~6기 운영

∙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 평생학습홈페이지 개편

∙ 제6회 서울평생학습축제 참가(학습동아리 공연 부문 장려상 수상)

∙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 제2회 강동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개최

[표 2-9] 강동구 평생학습관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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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사업지원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2009년

∙ 강동구-건국대학교 평생교육 MOU 체결

∙ 강동평생교육대학 명칭 공모

∙ 강동구-경복대학 평생학습 진흥 MOU 체결

∙ 강동평생교육대학 신설(제1~2기 운영)

∙ 강동부모코칭학교 제4~7기 운영

∙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제8~10기 운영

∙ 강동구-세종대학교 교육진흥 MOU 체결

∙ 제3회 강동평생학습축제 개최

∙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2010년

∙ 강동평생교육대학 제3~4기 운영

∙ 강동부모코칭학교제8~10기 운영

∙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제11~16기 운영

∙ 부모코칭아카데미 과정 신설(제1~3기 운영)

∙ 강동구 평생학습센터 개관

∙ 강동교양스쿨 과정 신설(제1~4기 운영)

∙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학습동아리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 제7회 서울평생학습축제 참가(학습동아리 작품전시 대상, 경연대회 은상, 홍보체험관 운영 동상)

∙ 제4회 강동평생학습축제 개최

∙ 강동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재구성

2011년

∙ 재능나눔기부데이 운영시작

∙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제17~19기 운영

∙ 강동평생교육대학 제5~6기 운영

∙ 강동부모코칭학교 제11기~12기 운영

∙ 부모코칭학교 제5기 운영

∙ 제8회 서울평생학습축제 참가(학습동아리 경연대회 대상, 작품전시 은상, 문해 백일장 동상)

∙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어르신부문 장려상, 평생학습체험 구시 공모 부문 우수상)

∙ 제5회 강동평생학습축제 개최

2012년

∙ ‘평생학습 체험의 날’ 개최

∙ 강동평생교육대학 제7~8기 운영

∙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제20~22기 운영

∙ 강동 부모코칭학교 제13~14기 운영

∙ 부모코칭학교 제6~7기 운영

∙ 학습콜링제 실시

∙ 참살이 실습터 커피바리스타 과정

∙ 지역네트워크연계프로그램 신설

∙ 제6회 강동 평생학습축제 개최

∙ 제9회 서울평생학습축제 참가

∙ 제1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2013년
∙ 강동평생교육대학 제9~10기 운영

∙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제23~26기 운영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강동부모코칭학교 제15~17기 운영

∙ 부모코칭학교 제8~10기 운영

∙ 학습동행 창간호 발간

∙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과 함께하는 강동구민 건강콘서트 신설

∙ 제10회 서울평생학습축제 참가(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장려상’)

∙ 제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도서관 아카데미 개강

∙ 제7회 강동평생학습축제 개최

∙ ‘생애리더코칭과정’프로그램 실시 운영

2014년

∙ 서울시 최초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 센터’ 운영

∙ 이병창 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교실 신설

∙ 학습동행 제2호 발간

∙ 상일미디어고 커피바리스타 지식기부 특강 신설

∙ 강동평생교육대학 제11~12기 운영

∙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제27~30기 운영

∙ 강동구 평생학습 종합 안내서 발간

∙ ‘강동구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 제3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제8회 강동평생학습축제 개최

2015년

∙ 학습동행 제3호 발간

∙ 강동구 누구나 학교 신설

∙ 강동평생교육대학 제13~14기 운영

∙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제31~35기 운영

∙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U3A 지혜나눔학교 신설

∙ 제9회 강동평생학습축제 개최

∙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생학습분야』 우수구 선정

2016년

∙ 학습동행 제4호 발간

∙ 강동교양스쿨, 지역네트워크프로그램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으로 통합운영(1~6기)

∙ 강동평생교육대학(위탁) 제15~16기 운영

∙ 강동평생교육대학(직영)1~4기 운영(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에서 명칭변경)

∙ 강동구 평생학습 네트워크 BI개발

∙ 2016 강동교육박람회 개최(강동평생학습 축제 명칭변경)

∙ 강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재구축 착수

∙ 강동구 평생학습 네트워크 기관 협약(25개 기관)

2017년

∙ 학습동행 제5호 발간

∙ 강동평생교육대학(위탁) 제17기 운영

∙ 강동평생교육대학(직영) 제5~6기 운영

∙ 강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재구축 완료
2018년 ∙ 강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자료: 강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s://lll.gangdong.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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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평생학습 전망

          2018 강동구 평생학습 전망                  2019 강동구 평생학습 전망

[그림 2-12] 강동구 평생학습 전망 

3) 강동구 평생학습 주요사업 및 성과(’17~’18)

◦ 강동구는 다채로운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 배려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가족이 함께하는 강좌, 청소년 독서 

멘토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직업역량 교육 등)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형극 등) 운영 및 학습콜링제 확대 

운영으로 아동의 참여율 증가

자료: 정부민원안내 홈페이지, http://110.go.kr/newsHongbo_R.do?bn=3014&_page=2

[그림 2-13] 생애주기

◦ 학습-여가-고용의 선순환으로 일자리 연계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지역 평생학습을 연계하여(초등 돌봄교사, 지혜나눔학교, 온돌방 프로그램, 

학습콜링제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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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시비 공모사업 추진

‐ 2017년 :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 및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추진(6개 사업/시비 33,560천원)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주최의 「2017 학습실천 연계형 자율학습 소모임 지원 사업」의 선정으로 지역의 

     우수한 학습동아리를 발굴·지원한 결과 「학습동아리 수기공모전」에서 강동구 학습동아리 “웃음 행복단”이 

     대상 수상함

  ※ 초등 돌봄 교사를 위한 ‘인문고전독서지도사’ 양성과정 및 학습콜링제 운영을 통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으로 제9회 방과 후 대상 수상에 기여함

‐ 2018년 : 6개 사업 60,290천원(국비 7,880천원, 시비 52,410천원)

  ※ 서울시 주최의 「2018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2018.12.6.) 개최 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네트워크 부문 

우수사례 선정 및 학습동아리 수기 장려상 수상

‐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네트워크, 주제지정, 시민제안, 성인문해 지원 사업)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사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

◦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 콘서트, 중년의 행복한 삶, 웰다잉(well-dying), 부부행복학교, 가족과 함께

하는 미술심리 봄 소풍 등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미술심리 상담사, 폭력예방 상담사 등 정신건강관련 

자격과정 운영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인문학 관련 강좌 확대 운영

‐ 구민에게 선호도가 높고 참여율이 높은 인문학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대학이 가진 교육적 인프라를 활용

하여 평생학습관 인문학 심화과정 운영

◦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SS(Summer Special) 콘서트 및 토론회 개최

‐ 관내 학습동아리 및 학습콜링제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SS콘서트 및 평생학습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주민과 함께 공유

‐ 평생학습기관, 지역강사, 학습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평생교육 발전 방향 토론

◦ 교육 컨설팅 사업

‐ 강동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구민 참여 확대 및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습-여가-고용의 

선순환으로 삶의 질 향상, 취업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를 위해 2017년, 2018년에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음

4) 강동구 평생학습 전망에 따른 주요 추진 사업 및 과제(’19)

구분 추진사업 주요 추진과제

모두의 
학습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 강동평생교육대학

ƒ 성인문해교육

∙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령별/특성별 맞춤형 평생교육

    ▸고령화 사회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계층(아동, 노인, 

[표 2-10] ’19 평생학습 주요 추진 사업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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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 ‘지역·계층 간 차별 해소’와 ‘인권’이라는 우리 구 전망실현의 평생학습 역할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 학습-여가-고용의 선순환으로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연계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 운영

… 지역시민교육

† 특별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활기회 제공

∙ 평생교육 질적 수준 향상, 시민교육의 인식 확장 및 촉진 

  활성화

    ▸평생교육대학(전문과정) - 역사, 문학 등 인문학 과정

    ▸시민교육 - 시민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

∙ 비문해·저학력자를 대상으로 문자해득 등 기초학습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금융, 정보 등 생활문해 교육 확대

일상의 
학습

� 학습콜링제

‚ 온라인 자격과정 개설

   (원격 평생학습)

ƒ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 지혜나눔학교

…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 학습콜링제 확대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취약계층 돌봄기관과 방문학습을 연계하여 지역의 

      불균형 해소

∙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온라인 자격증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프로그램 개설

∙ 관내 우수한 평생학습기관과 제휴,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

    ▸엔젤공방, 사회적 기업 등 관내 다양한 학습자원 및 

      교육장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 지혜나눔학교 지역사회전문강사 연계 강좌 운영

    ▸기존의 지식기부 강좌 외 지역사회전문강사 연계 

      강좌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학습-실천으로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및 활동연계를 통한 선순환 

      학습문화 조성

이음의 
학습

� 지역사회전문강사단 운영

‚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ƒ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 평생학습 SS콘서트 개최

… 강동교육주간 개최

† 평생학습 홍보사업

‡ 평생학습 실습생 운영

ˆ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운영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 지역 인적자원과 지역 평생학습을 연계하여 평생학습 

  선순환과 활성화에 기여
    ▸지역전문강사단의 역량강화, 강의연계 등을 통한 

      지역강사의 자립과 활동기반 마련

∙ 생애전환기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 자격증반 운영

∙ 지역 평생학습의 내실화 및 대중화

    ▸평생학습SS콘서트는 예선을 통한 우수 참여팀 선발로 

      공연의 질적 수준 제고

    ▸강동교육주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기관 확대운영

    ▸학습동아리 국·시·구비 공모사업 지원 및 참여 확대

    ▸평생학습 네트워크 실무자 협의회 개최(상시)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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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강동구민 누구나

‐ 방법 : 강동구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 학습모형 개발·구축하여 아동, 청년, 시니어 등 전 세대를 아우

르는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업내용 :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계층(아동, 노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활기회 제공 뿐 아니라 세대별 인권·문해

교육, 직업능력 및 마을공동체 연계 교육 실시

◦ 강동인문학 최고위과정 : 강동평생교육대학

‐ 국내 대학과 관학협력을 통해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성숙한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발견과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시민교육’의 

인식 확장 및 촉진 활성화

‐ 대상 : 과정별 구민 80명 이내

‐ 방법 :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위탁과정 운영 2회(MOU체결에 따른 수의계약)

‐ 사업내용 : 국내대학과 관학협력을 통해 역사·철학·문학·예술 등 인문학 과정을 심도 있게 운영

◦ 성인문해교육

‐ 비문해 성인대상 문자해독, 초등 및 중등단계 문해교육 및 결혼이주 외국인, 발달장애인 등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생애 기초능력 향상 학습권 보장

‐ 비문해·저학력자를 대상으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대상 : 비문해 구민

‐ 방법 : 국·구비 매칭 사업을 통한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 및 결혼이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문해학습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운영

‐ 사업내용 : 금융, 정보, 교통 등 생활문해교육 등 확대 및 성인문해 시화전, 평생학습 전시회를 통한 

문해교육 활성화

◦ 강동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 운영

‐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구민의 학력격차 해소

‐ 시간·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상 : 20세 이상의 구민 및 학업중단 청소년(강동구민 한정)

‐ 방법 : 사이버검정고시 콘텐츠 사용계약 체결·운영(위탁용역)

‐ 사업내용 : 강동구 사이버검정고시 학습센터를 통해 초·중·고졸 검정고시 과정 제공

◦ 지역시민교육

‐ 시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 현안에 기반한 시민 기본소양 교육

‐ 시민인권 등 주제별 특별 강연을 통한 인식 개선으로 일상생활에 변화를 도모

‐ 대상 : 강동구민 40여명

‐ 사업내용: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시민 교육과정으로 주제별 특강 진행

◦ 특별 프로그램

‐ 축제·행사 등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획 프로그램

‐ 시대별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평생학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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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구민, 지역 평생학습 강사, 학습동아리 등

‐ 방법 : 프로그램 별 4회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 형태

‐ 사업내용 : 분야별 명사초청, 체험, 워크숍 등

◦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습콜링제’

‐ 시간·장소·학습내용을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 취약계층 돌봄기관과 방문학습을 연계하여 지역의 평생학습 불균형 해소

‐ 은퇴자·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유휴인력에게 학습형 일자리 제공

‐ 대상 : 구민 7명 이상의 팀 또는 취약계층 5명 이상의 돌봄 기관

‐ 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

◦ 온라인 자격과정 개설(원격 평생학습)

‐ 민·관 교육전문기관의 협약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 참여의 시간적·장소적 제한 해소

‐ 방법 : 협약에 따른 위탁운영(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연동 서비스)

‐ 사업내용 : 국가공인자격과정 2개, 민간자격과정 41개 운영

◦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 관내 우수한 평생학습기관과 제휴,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다양한 학습콘텐츠 제공

‐ 지역의 인적·물적 학습자원을 발굴, 공유함으로써 배움과 나눔의 학습공동체 실현

‐ 대상 : 강동구민 누구나

‐ 사업내용 : 플라워클래스, 지역문화탐방, 커피바리스타, 떡 공예 등

◦ 강동 지혜나눔학교

‐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강좌 및 100세 시대 인생전환을 준비하는 베이비붐 세대 증가에 따른 

전문적·체계적 교육과정 개설

‐ 기존 재능기부 강사 외에 지역사회전문 강사 연계 강좌로 지혜나눔학교 운영 활성화

‐ 대상 : 강동구민 누구나

‐ 사업내용

구분 준비 설계 나눔

내용
100세 시대 후반기 인생 준비에 
필요한 입문과정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나만의 가치 
발견

배움에서 나눔으로의 실천

프로그램 노후준비, 새로운 경력 설계 이미지 메이킹, 창업입문
돌봄의 인문학, 글로벌 나눔(내 
이웃, 아시아)

[표 2-11] 강동지혜나눔학교

◦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 학습-실천으로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활동 연계를 통한 선순환 학습문화 조성

‐ 방법 : 동아리 등록 후 운영지원 관리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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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동아리 신청 평생학습 동아리 승인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활동

Ÿ 평생학습 활동목적의 구민5명 
  이상으로 구성

▶
Ÿ 신청서 검토 후 승인

▶
Ÿ 학습관 동아리실 장소지원

Ÿ 홈페이지를 통한 승인여부 공개
Ÿ 동아리 보조금 지원 및 지역 
  활동연계

◦ 지역사회전문강사단 운영

‐ 지역강사의 자립과 활동기반마련의 인적자원관리 사업

‐ 지역인적자원과 지역평생학습을 연계하여 지역평생학습의 선순환과 활성화에 기여

‐ 대상 : 지역사회전문강사 위촉인원 33명

‐ 방법 : 지역전문강사단의 역량강화, 강의연계, 홍보활동 지원

역량강화 세부분류(강의분야 또는 강의대상)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강의연계 평생학습강사 공모 지원 시 가점부여, 평생학습관 강좌 개설 등

홍보지원 강의제안서 홍보책자 제작 및 관내 평생학습시설 배부

◦ 강동평생학습아카데미

‐ (민간)자격취득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과정

‐ 은퇴자·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의 우수 유휴인력을 발굴하여 지역활동가로 연계

‐ 대상 : 성인대상 과정별 30~60명 이내 정원

◦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각종 정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평생교육 전문가 및 지역대표 간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발전 기회 제공

‐ 위원 : 총 12명

‐ 안건: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 등 자문

◦ 강동구 평생학습 SS(Summer Special) 콘서트 개최

‐ 강동구 평생학습 동아리 및 학습콜링제 등을 대상으로 공연발표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주민과 함께 공유

‐ 예선을 통한 우수참여팀 선발로 공연의 질적 수준 제고와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

‐ 대상 : 학습동아리, 학습콜링제, 자치회관 등

‐ 사업내용 : 음악, 무용, 댄스, 퍼포먼스 등 무대공연

◦ 강동교육주간 행사 개최

‐ 평생교육기관, 학습동아리 등의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축제의 장

‐ 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연계체계 구축, 구정 홍보

‐ 대상 :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등 주민

‐ 사업내용 : 작품전시, 성인문해 시화전, 공연, 특강 등

◦ 평생학습 홍보 사업

‐ 관내 평생학습 통합 정보제공을 통한 구민들의 평생학습 정보이용의 편의 제공

‐ 다양한 매체 활용의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한 지역 평생학습의 홍보 강화

‐ 사업내용 : 강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강동구 평생학습 종합안내서, 강동구 평생학습 성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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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 실습생 운영

‐ 평생교육시설로써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기회 제공

‐ 전문 평생학습 교육기관(대학)의 평생학습 선진사례 및 운영 노하우 상호 교류

‐ 대상 : 실습을 제외한 평생교육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사업내용 : 모의 프로그램 기획, 현장체험, 기타 평생학습 관련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예비 평생교육사가 

갖춰야 할 평생학습 이론 및 실습 기회 제공

◦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운영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행사, 사업 모니터링 등 운영 지원으로 보조인력 확보

‐ 평생학습 지역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현장체험 등의 기회 제공

◦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구비)

‐ 관내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강화로 지역의 평생학습공동체 문화 확산

‐ 평생학습의 다양한 영역 발굴과 주민주도의 자발적 학습활동 육성

‐ 대상 : 강동구 내 기관 및 학습동아리

◦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국·시비)

‐ 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추진

‐ 국·시비 재정확보를 통한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영역 발굴과 지역자원 공유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학습모델 육성

‐ 국민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하여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비문해 

성인의 안정적 학습 환경 구축

‐ 대상 : 강동구 내 평생학습 기관

◦ 평생교육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평생교육 전담인력 워크숍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발전방향 모색

‐ 평생학습기관 및 부서 협업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체계 구축

‐ 대상 : 평생교육 전담인력

‐ 사업내용 : 지역 평생학습 사업기획 및 전망개발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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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계의 평생학습

1 ∙ 국제사회 평생학습 현황

1) UNESCO

◦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1972년 공식적으로 제시

◦ 2015년 인천에서 UNICEF(유니세프), World Bank(세계은행), 유엔 인구기금(UNFPA), 유엔 개발계획

(UNDP),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유엔 난민기구(UNHCR) 등과 함께 세계교육포럼을 개최

‐ 이후 15년 동안의 교육에 대한 전망인 ‘인천 선언 교육 2030’을 채택

‐ ‘인천 선언 교육 2030’ : 인천 선언과 지속가능 개발4(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의 이행을 위한 행동

‐ SDGs41) : 교육 2030의 새로운 점은 평생학습 접근 방식에 있어 모든 수준에서 접근하여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학습 성과에 초점을 맞춤(UNESCO 2016, 25)

◦ 교육에 대한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 평생 동안 지속되기에(UNESCO 2016, 30), 평생학습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적인 과정의 배움을 뜻한다고 정의(University of South Africa 2015, 9)

◦ 잘 훈련된 양질의 교사를 통해 SDGs4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2)

2) WORLD BANK

◦ ‘교육전략 2020 : 모두를 위한 학습-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학교교육(Schooling)에서 학습(Learning)’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지난 2000년에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For All)’을 목표로 삼았고, ‘교육전략 

2020’에서 제시된 전망은 ‘모두를 위한 학습, 학교 교육을 넘어(Learning for all, Beyond Schooling)’

임(글로벌평생교육동향 2016, 4)

◦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시스템3) 개혁을 지원, 지역·국제적 수준에서는 양질의 지식기반 구축을 개혁하도록 도움

1)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는 총 17개의 목표가 있고 그 중 4번째 목표가 “양질의 교육”이다.

2) https://en.unesco.org/themes/teachers

3) 학교, 대학, 직업훈련을 포함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 체제 내에는 교사, 훈련자, 행정가, 고용주, 학습자와 그들의 가족이 포함되고 규칙, 정책, 
예산 등 교육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원과 재정이 모든 체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본다(World Bank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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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 ‘Eramus+(Europe’s Popular educational Programme)’라는 프로그램 존재(2014~2020계획)4)

‐ 2014-2020년 사이에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를 위해 147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이전에 비해 40% 증가)

‐ Eramus+는 2014년 1월에 시작되었고 Lifelong Learning Programme(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대체함

‐ Eramus+에 의해 계획된 보조금으로 대학과 직업 교육 및 훈련에서 거의 3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함

하여, 이전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5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육경력의 일부를 해외에서 보낼 수 있었음

‐ 147억 유로의 예산이 다양한 교육 부문(성인 교육, 대학, 직업교육, 학교교육)과 청년 부문 모두에 

할당될 예정

‐ 2020년까지 총 4백만 명의 학습자, 교사 및 트레이너를 지원하고자 했던 목표는 중간보고서(2016년)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입증하였음

4) 출처 : 독일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bmbf.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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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 평생학습 우수사례

1) 독일

◦ 독일 시민대학의 특징5)6)

‐ 시민대학은 독일의 평생교육기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공적 교육기관이자 지역평생교육의 중심

‐ 시민들은 시민대학에서 일반 교육기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것을 배움

‐ 일반 시민들은 취미생활을 즐기고 교양을 쌓으며, 직장인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실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며, 만학도들은 학력이수 강좌를 수강

‐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정치·사회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일반 시민들의 거의 모든 평생교육은 독일 전역에 고루 위치한 시민대학 형식으로 통합 운영 됨

‐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는 대부분 1개 도시 1개 시민대학 설립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 독일의 시민대학은 유럽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거의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존재하여 평생교육 대상인 일반시민들의 접근성과 친밀도가 상당히 높음(신용민 2017, 92)

‐ 독일의 약 900개의 성인교육센터는 1년에 약 70만개의 행사를 제공하며, 주로 강좌를 제공하지만 그 

외에도 학습여행, 소풍 등이 있음

‐ 약 900만 명의 참가자를 가진 성인 교육센터는 독일 내 성인 일반교육을 제공하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약 900개의 성인교육센터는 지역에 약 3000개의 교육·문화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 시골지역에서는 성인교육센터가 거의 유일한 교육제공자의 역할을 함

‐ 아래 [그림 3-1]에서 볼드체는 성인교육센터 수, 볼드체 아래의 숫자는 지역 네트워크의 수를 의미함

5) 출처 : 독일연방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https://www.bmbf.de/en/erasmus-europe-s-popular-educational-programme-1426.html

6) 출처 : 독일 시민대학 홈페이지 https://www.volkshochschul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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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s://www.volkshochschule.de/microsite/englisch/
educationpolicy/adult-education-centres.php

[그림 3-1] 독일 내 성인학습센터의 지역별 분포도

◦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

‐ 성인학습센터는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교육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권리를 보장

‐ 모든 사람들 즉 세대, 성별, 사회적 지위 또는 교육수준, 종교, 세계관에 상관없이 열려있음

‐ 성인학습센터는 이윤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가격 기반 하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매우 높은 출석률을 기록함

‐ 성인학습센터는 모든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 성인학습센터는 참여하는 이들의 개인적 이익과 필요, 사회의 요구에 초점을 맞춤

‐ 컨텐츠의 다양성은 6개의 주요 프로그램(� 언어와 제2 언어로써의 독일어, ‚ 건강, ƒ 문화와 창의성, „ 정치와 

사회 그리고 환경, … 일과 커리어, † 기본 교육과 졸업 자격증) 안에서 나뉨

‐ 성인학습센터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 

� 교육에 있어 더 동등한 기회를 제공 

‚ 문화 간 지속적 교육 증진(독일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경제적 통합을 위한 서비스 확장) 

ƒ 숙련된 근로자들의 잠재력 증진 

„ 모든 연령층을 위한 지원(연령층별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다양화) 

… 지방의 교육네트워크 개발 

† 디지털 개발에 대한 접근 지원 

‡ 유럽으로의 소속(commitment)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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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 시민대학(Münchner Volkshochschule)7)

‐ 뮌헨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다양한 고급·일반·직업·정치·문화 등의 강좌를 제공

영역 프로그램

인간, 정치, 사회 정치&사회/(현대)역사/철학/종교/심리학/학습&기억/일반교양/영어프로그램

문화, 예술, 창의성

미술관 관람/박물관 안의 뮌헨시민대학/여행 속 뮌헨시민대학/예술과 문화 역사/문학에 

관해서/글쓰기 워크샵/영화/사진찍기/연극 공연/춤/음악 연주/음악 

이해/시각예술/수공예/패션디자인/아트&크래프트-영어코스

환경, 자연, 과학(학문) 계산과 수학/과학 이해/자연 탐험/일상생활의 생태학/뮌헨 기후 음식/생태 교육 센터

건강, 영양
건강정보 제공/요리문화와 영양지식/건강활동:운동, 신체활동&휴식/건강활동 : 체조, 

자기방어/노인을 위한 건강활동/초조한 사람들을 위한 전문가 상담/유연성 훈련/의료보험/영어코스

외국어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그리스어/이탈리아어/일본어/포르투갈어/러시아어/스

웨덴어/스페인어/터키어/그 밖의 언어/언어강의/인증서 및 테스트/학생들을 위한 

언어과정/기업의 언어과정

독일어, 통합 통합시험과 독일어/독일어 수업/직업에 맞는 독일어/언어 검사/읽고 쓰는 능력

학교교육 학교 교육 보충/학교에서 직장으로/학생들을 위한 학습센터/대학공부/학습 워크숍

추가교육, 직업

직업 오리엔테이션&경력개발/언어/회계 및 관리/사무관리/창업자와 자영업자/프로젝트 

관리/마케팅 및 영업/연금 및 소득세/자기관리 및 코칭/웅변, 발표와 발성/의사소통과 

사회성/경영능력/비즈니스&커리어-영어코스/교수학습/프로젝트능력_발전가능성 

발견/간호사 훈련 준비/뮌헨 시민대학 강좌 전체

컴퓨터, 인터넷
정보/노인시민학교/디지털세계-영어코스/윈도우,맥&리눅스/스마트폰&태블릿/초보자를 

위한 인터넷/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IT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운영체제/프로그래밍

[표 3-1] 뮌헨 시민대학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류 

‐ 위의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각 연령층에 맞는 강좌를 

구성함으로써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일본8)

◦ 일본 공민관(公民館)

‐ 일본의 평생교육관련시설로 지역에서의 교양·문화·스포츠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자치능력 향상, 

지역 만들기와 인성교육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사회교육시설

‐ 지역중심의 시·정·촌(市·町·村) 중심 설치

‐ 단순한 학습시설이 아니고 지역의 집회·행사에도 이용되고 지역만들기 활동의 거점 기능도 수행

하고 있음

◦ 고베시(神戸市)-히가시나다구(東灘区)

‐ 일본에서의 평생학습은 공민관(公民館)에서 이루어지는데, 고베시(市)에서 적극 활용

7) 출처 : https://www.mvhs.de/

8)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1/05/23/1306240_0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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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부과학성에서는 헤이세이27~29년(2015~2017년)에 전국 대학·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배움을 

통한 지방창생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배움에 따른 지역 과제 해결을 추진해왔음

‐ “장수 사회에서의 평생학습 정책 포럼”을 매년 개최해 학습을 통한 고령자의 지역 활동에의 참여 촉진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인구 65세 이상 인구

1,525,393명(2010년 기준) 305,301명(20%)

[표 3-2] 고베시의 인구 현황(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 

◦ 스미노에(住之江) 공민관

‐ 스미노에 공민관은 고베시의 히가시나다구(東灘区)에 위치

‐ 30대부터 40대의 육아세대 구성 비율이 크고, 고베 대지진 이후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어 시내·외로부터 

전입자가 늘어 인구의 4할이 새로 전입한 주민

‐ 스미노에 공민관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징 :

�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 휴관 

‚ 토·일요일에 어린이 영어, 어린이 검도 등 청소년 대상의 강좌를 연중 실시 

ƒ 토요일에는 다른 세대 교류 등을 목적으로 탁구와 배드민턴을 할 수 있게 공민관 개방 

„ 공민관에 등록하여 그룹학습 환원활동을 시스템화한 “스미노에교(住之江教) 마스터 제도” 실시

‐ 스미노에교 마스터 제도란, 공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 평소의 활동을 통해 기른 지식이나 기술·

기능, 또는 풍부한 경험을 자원봉사로써 지역사회나 생활 장소에 환원하는 시스템임

‐ 활동 및 교류를 통해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지역의 공공기관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공민관이 하고 있음

‐ 2008년 문부과학성의 우량 공민관 표창을 수상한 모범사례

‐ 자발적 학습 그룹의 육성 및 학습 환원활동을 지원하고 육아중인 어머니에 대한 가정교육 지원이나 

국제교류를 통한 다문화 공생 이해 사업 등도 적극 전개

‐ 2008년 공민관 운영 심의회에서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3개년의 사업검증을 실시하여 세운 

7개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있음

  � 공민관이 지역주민에게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을 내·외부적으로 알린다

  ‚ 지역사회 기능을 재인식하고 누구나 들르기 쉽고 즐거운 공민관이 되도록 한다

  ƒ 지역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사회교육활동을 전개한다

  … 지역과제 해결 지원을 위한 기술향상을 도모한다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써의 공민관이 되도록 한다

  ‡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항상 사업을 재검토 한다

◦ 사가현(佐賀県) 공민관

‐ 사가현에서는 헤이세이 27년도(2015년)부터 위탁사업과 함께 “지역의 배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공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배움”에 의한 지역과제 해결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헤이세이 25~26년(2013~2014년) 문부과학성의 “공민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공민관 GP)에 선정되면서 평생학습을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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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사가시(佐賀市) 단독 사업으로 “지역과제 해결 추진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

‐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직원의 자질 및 연수의 충실요구도 등의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음

‐ 현 내에서 NPO(비영리단체)등과 공민관과의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협동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충분한 성과를 얻기까지는 협력과정에 있어 한계가 있었음

◦ 사가현 컨퍼런스의 성과와 위탁사업 종료 후의 상황9)

‐ 헤이세이 28년도(2016년) 컨퍼런스에서는 현 내의 공민관 주사를 비롯한 사회교육 관계 직원과 NPO등의 

관계자가 워킹그룹의 멤버로 컨퍼런스의 기획과 운영에 중심적으로 가담했음

‐ 컨퍼런스에서의 워킹그룹 활동 자체가 연수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지식이나 노하우 

습득으로 이어지는 것과 동시에 현 내 각지에서 지역과제 해결의 대응을 진행하는 데 있어 촉진제 역할을 

함(인재육성 도모)

‐ 워킹그룹으로써의 활동을 거듭함으로 인해 멤버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었음

‐ 실제로 헤이세이 28년도(2016년)에 워킹그룹에 참여한 멤버 중, 헤이세이 29년도(2017년) 컨퍼런스 사업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멤버들이 배출되는 등 지역과제 해결 대응 보급의 중요한 촉진제로써 인재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워킹그룹 멤버로 참여한 사가대학 강사의 제안으로 이 대학의 수업과 연계하여 학점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7명이 참가의 기회를 얻었고, 컨퍼런스 당일 분과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기록담당 역할도 맡았음

‐ 공민관 주사나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의 워킹그룹회의에서 대학생이 던지는 기본적인 질문들은 오히려 

이들에게 재차 지역과제 해결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에게도 워킹그룹에서의 

협의를 거듭해 컨퍼런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팀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음(상호 

간 이익)

◦ 사가현 컨퍼런스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결과10)

‐ 아래의 [표 3-3]은 사가현에서 평생학습(사회교육)을 위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컨퍼런스에 

대하여 시행한 앙케이트 결과를 정리한 것임([그림 3-2]11) 참고)

9)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헤이세이30년도 사회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자의 자질 향상 등 사업(배움에 따른 지역 과제 해결, 고령자의 사회 참가 등의 촉진)보고서”
(“平成30年度社会教育を推進するための指導者の資質向上等事業（学びによる地域課題解決、高齢者の社会参画等の促進）報告書”)
http://www.mext.go.jp/a_menu/ikusei/koureisha/__icsFiles/afieldfile/2019/05/15/1412215_002.pdf

10) 각주 9와 동일

11) 각주 9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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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1. 컨퍼런스가 지역과제 해결을 향한 사업 본연에 대한 

   자세에 참고가 되었습니까?

첫째 날 (70명)

매우 참고가 되었다 (30.0%)

참고가 되었다 (67.1%)

별로 참고가 되지 않았다 (3.0%)
둘째 날 (60명)

매우 참고가 되었다 (36.7%) 

참고가 되었다 (56.7%) 

별로 참고가 되지 않았다 (7.4%)

2. 컨퍼런스에 참석해 당신의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첫째 날 (67명) 

꽤 있었다 (25.4%) 

있었다 (65.7%) 

별로 없었다 (7.5%) 

없었다 (0.0%)
둘째 날 (58명) 

꽤 있었다 (31.0%) 

있었다 (58.6%) 

별로 없었다 (8.6%) 

없었다 (1.9%)

3. 오늘 컨퍼런스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첫째 날 (83명)

많은 도움이 되었다 (33.7%) 

도움이 되었다 (63.9%)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7.5%)

도움 되지 않았다 (0.0%)
둘째 날 (65명)

많은 도움이 되었다 (43.1%)

도움이 되었다 (47.7%)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9.2%) 

도움 되지 않았다 (0.0%)

[표 3-3] 사가현에서 평생학습(사회교육)을 위해 지도자 대상으로 개최한 컨퍼런스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 

‐ 앙케이트 결과 컨퍼런스에 참석한 직원들 중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이들은 거의 없었음

‐ 특히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컨퍼런스를 통해 

직원 간 지식이나 노하우 공유 등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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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사가현에서 평생학습(사회교육)을 위해 지도자 대상으로 개최한 컨퍼런스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 

3 ∙ 세계 평생학습 현황의 시사점

구분 내용

UNESCO ∙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학습을 제공

∙ 잘 훈련된 양질의 교사를 통한 평생학습

∙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의 계획을 토대로 평생학습 운영 기반 구축

WORLD BANK

EU

(독일) 독일 시민대학

∙ 실용적 프로그램 외에도 정치·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교육·문화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교육 제공

∙ 모든 연령층을 위한 평생학습

∙ 쉬운 접근성

(독일) 뮌헨 시민대학
∙ 사회, 건강, 문화, 외국어 등 삶의 영역 전반을 아우르며 각 연령층에게 맞는 프로그램 

  제공(프로그램의 세분화)

(일본) 고베시 스미노에 공민관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에 위치한 스미노에 공민관은 30-40대 육아세대 구성 비율이 크고, 고베 

  대지진 이후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어 시내·외로부터 전입자가 늘어 인구의 4할이 새로 전입한 

  주민임. 따라서 강동구의 경우 둔촌·고덕권역에 주택 재건축에 따른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로 

  인해 기존 주민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아, 근처의 많은 학교들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덕평생학습관을 잘 활용하여 전입시기 이후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

(일본) 사가현 컨퍼런스

∙ 평생학습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교사와 

  담당직원들을 위한 훈련도 중요함

∙ 사가현의 경우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관련 직원들을 교육하고, 참여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 강동구에서도 평생학습 교사 및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

[표 3-4] 세계 평생학습 현황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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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내의 평생학습

1 ∙ 국내 평생학습 현황

1) 정부

◦ 청와대12)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2018년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모델 개발·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K-MOOC) 강좌 확대

◦ 국가 평생교육진흥원13) -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운영 안정화 유도

‐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세대별·계층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2) 서울시

◦ 서울시청14) - “행복한 성장, 창의 인재 양성, 교육도시 서울”

‐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

‐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15) - “평생학습으로 서울 시민을 행복하게!”(함께 배우고 더불어 여는 미래, 학습도시 서울)

‐ 평생학습 진흥 활성화

‐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기반 구축

3) 강동구

◦ 강동구청16) -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 민선 7기 공약 중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에 “유아부터 어르신 평생교육까지 세대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구축” 공약이 포함되어 있음

12)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
13)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EABAAAA&bmode=view&idx=EABAAAA
14) 출처 :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welfare/policy-education
15) 출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mile.seoul.kr/mission
16) 출처 : 강동구청 홈페이지 https://mayor.gangdong.go.kr/web/portal/mayo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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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 평생학습 우수사례

1) 서울시 서대문구

◦ 서대문구 평생학습 운영체계

자료 : 서대문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http://lll.sdm.go.kr/open_content/main.jsp

[그림 4-1] 서대문구 평생학습 운영체계

◦ 서대문구 평생학습 조직도

자료 : 서대문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http://lll.sdm.go.kr/open_content/main.jsp

[그림 4-2] 서대문구 평생학습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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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평생학습 전망 및 추진전략

자료 : 서대문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http://lll.sdm.go.kr/open_content/main.jsp

[그림 4-3] 서대문구 평생학습 전망 및 추진전략

◦ 평생학습관(평생학습 허브)

‐ 학습동아리실 지원 :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

‐ 평생교육활동가 역량강화 : 기관, 학습동아리 임원, 평생교육활동가 발굴 및 교육

‐ 성인문해교육사 역량강화 : 성인문해교육사 역량강화교육

‐ 세로골목활성화 골목지기 지원 : 세로골목활성화 사업 강사 역량강화교육, 간담회

‐ 시시콜콜 블로그 기자단 운영 : 평생교육분야 블로그 기자단 위촉 및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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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골목(도시형 소규모 학습공동체)17)

‐ 배우고 싶은 강의 신청하기‐ 골목지기(주민강사)로 참여하기‐ 골목길잡이(모니터활동가)로 참여하기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평생교육 전문가 및 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 12명‐ 역할 : 사업조정, 협의, 자문, 유관기관 협력증진

◦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 평생교육 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실무자 외 26명‐ 역할 : 평생교육분야 사업 의견 교류, 정보공유, 실무 네트워크

◦ 평생학습포럼‐ 일정 : 연1회‐ 대상 : 구민, 실무자, 기관 관계자‐ 내용 : 평생학습 분야 구민 의견수렴, 정책제안, 전문가 의견 제시

◦ 평생교육분야 연구·조사·평가‐ 기관현황조사, 학습동아리 현황조사(연1회, 서울시)‐ 평생교육통계조사(연1회, 교육부)‐ 연구사업 : 중장기발전계획수립, 평생교육분야 연구‐ 평가사업 : 사업계획, 과정, 결과평가

◦ 서대문구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대학연계

지역 여성리더 지원,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지역 활동가를 위한 여성리더십

학습과 일 연계, 자격증 및 전문가 과정 자격증 및 직업역량과정

지역 활동의 특화, 주민강사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활동을 위한 주민강사 교육과정

구민의 건강분야 역량 강화, 구민생활건강대학 건강분야 전문 역량 강화

평생학습관
시민대학, 성인문해교육사, 학습동아리, 골목지기(주민강사), 
평생학습 활동가 역량 강화, 찜질방 인문학

평생학습분야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동 평생학습센터

(동네 배움터)

남가좌1동 가자 가좌 동네배움터 보자기아트, 마을역사, 한지공예 등

북가좌1동 나비울 동네배움터 마을강사 리더십교육, 한글, 친환경 제품 등

북가좌2동 디지털메이커스 동네배움터 3D 프린터 모델링, 생활과학 발명교실 등

북아현동 우동공방 동네배움터 커플머그컵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등

연희동 연희동 동네배움터 가베, 보드게임, 밑반찬 만들기, 구연동화 등

천연동
천연옹달샘 동네배움터 한글, 예술과정 등

지식학교 동네배움터 인문학, 여행인문학, 과학인문학 등

홍은1동 호박골 동네배움터 천연비누 만들기, 목공, 도자공예 등

홍제1동 평화통일 동네배움터 평화통일, 북한 바로알기 등

세로골목 과정별 모집(http://lll.sdm.go.kr에서 확인) 전통놀이, 커피, 실버활력 등 50여 개 강좌

성인문해 교육 성인대상 한글교육 성인대상 문해교육

[표 4-1] 서대문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17) 예전에는 정감 있는 골목길이 많았으나 요즘은 도시형 주거지역이 많아 엘리베이터를 세로골목으로 부르고 도시형학습공동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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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평생학습 학습네트워크

‐ 학습동아리 : 약 160여 개의 학습동아리 존재

‐ 강사커뮤니티 : 강사세미나, 강사은행제

‐ 기관커뮤니티 : 46개의 관련 기관들의 목록이 링크되어 있음

‐ 대학커뮤니티 : 9개의 대학, 평생교육원, 연구소 등과 협력하고 있음

2) 서울시 은평구

◦ 서울시 은평구 평생학습 운영체계

‐ 은평 시민대학 : 배움을 통한 삶의 변화를 꿈꾸며 이웃들과 함께 모여 배움 과정을 만들어가고 동네의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은평 곳곳 다채로운 학습공간이 열림

학습과정 명 내용

쉬어가는 학교 ∙ 유유상종 이웃들과 유유자적 배워가는 대상맞춤형 학교

다빈치 실험실
∙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민들의 직접 제안 프로젝트

∙ 쉬어가는 학교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후속모임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참여

질문하는 학교
∙ 인생의 다양한 주제를 머리와 몸으로 풀어가는 학교

∙ 시민대학본부(은평구 평생학습관)와 협력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은평 곳곳에서 주제별 캠퍼스를 운영

시민대학포럼 ∙ 학습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동네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

[표 4-2] 은평 시민대학 학습과정 

자료 : 은평구 평생학습과 홈페이지, https://edu.eunpyeong.go.kr

[그림 4-4] 은평 시민대학의 전망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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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은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s://edu.eunpyeong.go.kr

[그림 4-5] 은평구 시민대학 운영전략과 방법 

◦ 은평 우리동네 배움터

‐ 은평주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스스로 학습·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 거점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

  � 카페&공방형 은평우리동네배움터 : 카페와 공방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작은도서관형 은평우리동네배움터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ƒ 마을회관형 은평우리동네 배움터 : 마을의 쉼터 공간이 주민 주도의 학습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

◦ 마을누림

‐ 교사연수,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마을탐방을 바탕으로 학교(교사, 학생, 학부모)는 마을을 이해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추구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

하는 자치구

‐ 은평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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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와 부모가 마을에서 다양한 배움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이 학교와 연계되어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

  ‚ 마을공동체 속에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상생하며 교육적 상생의 관계를 통해 삶과 배움을 확장

  ƒ 혁신교육지구를 통한 마을-학교의 연결은 아이들에게 놀이와 배움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 토대 위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좋은 마을 형성

  „ 세대간·영역간 연결을 통해 마을과 학교를 잇는 지속가능한 은평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 은상프로젝트

‐ 지역(은평구)과 대학(상명대)이 지역공동체 속 관계망을 만들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은 지역의 성장과 활력을 주는 대학전문자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대학인재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경험의 장을 제공

◦ 서울시 은평구 평생학습관 운영체계

‐ 늘배움학교 : 어릴 적 글을 배우고, 학교를 다녀야 할 때를 놓친 분들을 위한 한글 읽고 쓰기, 수 익히기, 

쉬운 생활영어, 체험활동 등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숨은고수교실 : 다양한 재능과 지혜를 가진 숨은 고수들과 함께하는 곳, 형식·내용·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창의적인 배움의 장

‐ 인생수업 :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습주제를 바탕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삶의 문해력 향상과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학습동아리 :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소모임

3 ∙ 국내 평생학습 현황의 시사점

구분 내용
정부 ∙ 세대별 맞춤형 교육 제공(생애주기 재설정 필요)18)

서울시
∙ 거리상 접근성·교통 불편 등의 어려움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

∙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방안 모색

서울시 

서대문구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활용

∙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예 : 천직을 위한 시간 - 구민의 일과 삶 균형 실현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젝트)

서울시 

은평구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활용

∙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예 : 숨은고수교실 - 고수님이 선의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재능 나눔 수업)

기타 ∙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 유도(주말반·야간반 확충, 적극 홍보)

[표 4-3] 국내 평생학습 현황의 시사점

18) 기존 모형(2017년 컨설팅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자료(인구변화) 기반으로 약간의 변화 있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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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평생학습 의식 및 요구조사

1 ∙ 강동구민 대상 평생학습 의식 및 요구조사

1) 요구조사 개요

◦ 목적

‐ 강동구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의식 및 요구, 만족도 등 

평생학습 이용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자료수집 방법

‐ 강동구 평생학습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 문항 설계

‐ 강동구 지역주민 대상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실시

◦ 분석 방법

‐ 통계분석패키지 SPSS 25.0을 이용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빈도분석,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방법을 수행

◦ 주요 조사 내용

‐ 평생학습 이용 현황

‐ 평생학습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태도

‐ 평생학습 이용 만족도

‐ 평생학습 이용 수요 및 요구도

‐ 기초통계 항목

◦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강동구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지」를 배포하여 423부를 

회수하였음

‐ 강동구 평생학습 담당자를 대상으로 「강동구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지」를 

배포하여 31부를 회수하였음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특성

‐ 응답자의 73.8%는 여성이고, 22.2%가 남성으로 여성이 약 3배 이상 많이 응답함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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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특성

‐ 30대 및 40대가 각각 113명(26.7%)으로 가장 많았음

‐ 50대 18.9%, 60대 9.7%, 70대 이상 5.9%, 20대 5.2%, 10대 3.1% 순으로 나타났음

◦ 결혼여부별 특성

‐ 응답자의 78.3%가 기혼자로, 미혼(14.7%) 대비 5배 이상 많았음

◦ 거주지별 특성

‐ 명일동 거주자가 2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강일동/천호동 12.5%, 암사동 12.5% 순으로 

나타났음

◦ 직업별 특성

‐ 주부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직이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구분 사례수(명) 비중(%)

전  체 423 100.0%

성별

남성 94 22.2%

여성 312 73.8%

무응답 17 4.0%

연령별

10대 13 3.1%

20대 22 5.2%

30대 113 26.7%

40대 113 26.7%

50대 80 18.9%

60대 41 9.7%

70대 이상 25 5.9%

무응답 16 3.8%

결혼
여부별

기혼 331 78.3%

미혼 62 14.7%

무응답 30 7.1%

동별

강일동 53 12.5%

고덕동 28 6.6%

길동 33 7.8%

둔촌동 16 3.8%

명일동 90 21.3%

상일동 40 9.5%

성내동 42 9.9%

암사동 43 10.2%

천호동 53 12.5%

무응답 25 5.9%

직업별

자영업 40 9.5%

전문직 37 8.7%

공무원 16 3.8%

서비스직 25 5.9%

판매영업직 12 2.8%

생산직 6 1.4%

학생 25 5.9%

주부 182 43.0%

기타 80 18.9%

[표 5-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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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학습 이용 현황

◦ 참여 경험

‐ 응답자 중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56.0%였으며, 44.0%의 응답자는 평생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음

‐ 성별로 보면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비율이 63.1%로, 남성의 34.0% 대비 29.1% 높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참여비율이 7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 66.7%, 40대 

6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결혼여부별로 보면 기혼이 61.0%로 미혼 33.9% 대비 27.1% 높았음

‐ 거주동별로 보면 강일동 73.6%, 고덕동 71.4%, 암사동 69.8% 순으로 평생학습 참가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둔촌동 43.8%, 명일동 44.4%, 성내동 45.2% 등은 평생학습 참여의 비율이 낮았음

‐ 직업별로는 응답사례수가 적은 생산직을 제외하면 주부가 6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56.3%, 자영업 50.0%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의 참여비율이 6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초졸 60.0%, 고졸 59.1% 

순으로 나타났음

학력별

초졸 5 1.2%

중졸 8 1.9%

고졸 88 20.8%

전문대졸 54 12.8%

대졸 191 45.2%

대학원이상 21 5.0%

기타 56 13.2%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명) (%) (%)

전  체 423 56.0% 44.0%

성별
남성 94 34.0% 66.0%
여성 312 63.1% 36.9%

무응답 17 47.1% 52.9%

연령별

10대 13 15.4% 84.6%
20대 22 18.2% 81.8%
30대 113 41.6% 58.4%
40대 113 66.4% 33.6%
50대 80 70.0% 30.0%
60대 41 63.4% 36.6%

70대 이상 25 72.0% 28.0%
무응답 16 56.3% 43.8%

결혼
여부별

기혼 331 61.0% 39.0%
미혼 62 33.9% 66.1%

무응답 30 46.7% 53.3%

동별

강일동 53 73.6% 26.4%
고덕동 28 71.4% 28.6%

길동 33 51.5% 48.5%

[표 5-2] 평생학습 참여 경험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교육 기관

‐ 평생학습 참여 기관은 강동구 평생학습관 이용 비율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주민자치기관 45.1%, 도서관 35.4%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5-1] 평생학습 이용 기관(중복응답 가능)

‐ 50대의 경우 주민자치기관 이용 비율이 55.4%로 더 높게 나타났고, 40대는 도서관이 54.7%로 더 높았음

‐ 미혼의 경우에도 주민자치기관 이용비율이 66.7%로 더 높았음

‐ 평생학습기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접성이 60.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저렴한 수강료 

51.3%, 다양한 프로그램 39.8% 순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응답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30대의 경우에는 저렴한 수강료 또한 근접성과 마찬가지로 

63.8%로 높았음

둔촌동 16 43.8% 56.3%
명일동 90 44.4% 55.6%
상일동 40 60.0% 40.0%
성내동 42 45.2% 54.8%
암사동 43 69.8% 30.2%
천호동 53 56.6% 43.4%
무응답 25 44.0% 56.0%

직업별

자영업 40 50.0% 50.0%
전문직 37 45.9% 54.1%
공무원 16 37.5% 62.5%

서비스직 25 44.0% 56.0%
판매영업직 12 33.3% 66.7%

생산직 6 83.3% 16.7%
학생 25 8.0% 92.0%
주부 182 69.8% 30.2%
기타 80 56.3% 43.8%

학력별

초졸 5 60.0% 40.0%
중졸 8 37.5% 62.5%
고졸 88 59.1% 40.9%

전문대졸 54 57.4% 42.6%
대졸 191 58.6% 41.4%

대학원이상 21 61.9% 38.1%
기타 56 41.1%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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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및 20대의 경우에는 사례수가 적지만, 근접성보다는 저렴한 수강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음

‐ 미혼의 경우에도 저렴한 수강료의 비율이 65.0%로 근접성 50.5%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5-2] 평생학습 기관 선택 이유(중복응답 가능)

◦ 참여 목적

‐ 평생학습 참여 목적에 대해서는 취미활동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습득 38.8%, 학습의 성취감을 

위해 33.8% 순으로 나타남

‐ 다만 10대(100.0%) 및 20대(50.0%), 미혼(57.1%)의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습득을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직업별로도 대부분 취미활동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으나, 판매영업직

(75.0%), 학생(100.0%) 등은 생활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습득의 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도 대부분 취미활동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으나, 초졸의 경우에만 

생활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습득의 비율이 66.7%로 높음

[그림 5-3] 평생학습 참여 목적(중복응답 가능)

‐ 평생학습 참여 이후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0%로 과반수임

‐ 고용을 원한다는 응답은 30.9%였으며, 재능기부는 13.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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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40대의 경우에는 고용의 비율이 47.1%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경우 39.7%, 재능기부 13.2%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5-4] 평생학습 참여 이후 원하는 형태

‐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가 74.2%, 상용제가 25.8%로 시간제를 원하는 비율이 2.9배 높았음

‐ 고용을 원하는 경우 희망 보수 수준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중 

50대가 4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5-5] 평생학습 이후 고용을 원하는 경우의 희망 보수액

◦ 평생학습 참여 분야 –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 참여한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력보완교육”과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모두 6%이하로 낮았음

‐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문해교육 참여 비율이 16.7%로 높은 편이며, 29세 이하의 경우에는 진학준비 

강좌 참여 비율이 16.7%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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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 –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중복응답 가능)

◦ 평생학습 참여 분야 – 직업능력향상교육

‐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직업능력 향상교육 중에서는 자격증 인증과정의 참여 비율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자격증 강좌 12.1%, 취업 및 창업 준비과정 6.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자격증 인증과정의 경우 50대의 참여비율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림 5-7]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 – 직업능력향상교육(중복응답 가능)

◦ 평생학습 참여 분야 – 인문교양교육

‐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인문교양교육 중에서는 인문교양강좌의 참여 비율이 31.9%로 가장 높고, 가정

생활강좌 14.7%, 건강 및 의료 강좌 12.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문교양강좌의 경우에는 사례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50대의 참여 비율이 41.1%로 높게 나타났으며 

무응답 37.5%, 40대 32.4%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초졸/중졸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이 46.2%로 인문교양강좌 수강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 졸 45.2%, 고졸 30.6%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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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 – 인문교양교육(중복응답 가능)

◦ 평생학습 참여 분야 –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및 시민참여교육에서 스포츠강좌 참여비율이 3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미술 강좌 21.6%, 음악 강좌 1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스포츠 강좌 참여비율은 남성(41.9%), 30대(43.5%), 60대(40.5%)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5-9]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 – 문화예술 스포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중복응답 가능) 

◦ 만족도 및 도움 정도

‐ 수강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52.4%, 매우만족 33.0% 등 85.4%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리커트척도 5점 기준 4.14점임

‐ 만족도 긍정응답률은 여성이 86.6%로 남성 75.1% 대비 11.5% 높고, 연령별로는 20대 100.0%, 

30대 91.3%, 50대 87.5% 순으로 높았음

‐ 불만족한 경우 주요 요인에는 강의 시간대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내용 

31.8%, 강사 27.3% 순으로 나타났음

‐ 다만,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인원의 수가 2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답의 대표성이 높은 결과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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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수강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림 5-11] 수강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요인(중복응답 가능)

‐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도움정도 중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됨 25.5%, 매우 도움이 됨 

48.5% 등 74.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리커트척도 54점 기준 4.19점임

‐ 건강관리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남성이 85.0%로 여성 72.8% 대비 13.2%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가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12]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움 정도 -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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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만족감 및 행복감 증대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됨 32.3%, 매우 도움이 됨 58.5% 등 90.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리커트척도 5점 기준 4.49점임

‐ 심리적 만족감 및 행복감 증대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여성이 91.5%로 남성 82.6% 대비 8.9%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9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림 5-13]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움 정도 – 심리적 만족감 및 행복감 증대

‐ 교양 함양이나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됨 35.1%, 매우 도움이 됨 52.4% 등 

87.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리커트척도 5점 기준 4.39점임

‐ 교양 함양이나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여성이 88.6%로 남성 81.8% 대비 6.8%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9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14]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움 정도 – 교양 함양이나 지식 습득 등 자기계발

‐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됨 18.2%, 매우 도움이 됨 18.8% 등 37.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해당사항이 없다는 응답은 24.0%였으며, 리커트척도 5점 기준 3.48임

‐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남성이 45.0%로 여성 36.1% 대비 8.9%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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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움 정도 –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됨 22.8%, 매우 도움이 됨 25.3% 등 37.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리커트척도 5점 기준 3.74점임

‐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남성이 55.6%로 여성 48.5% 대비 7.1%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16]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움 정도 –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됨 9.9%, 매우 도움이 됨 10.6% 등 20.5%가 긍정적

으로 응답하였고, 해당사항이 없다는 응답은 34.8%였으며 리커트척도 5점 기준 3.03점임

‐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남성이 25.0%로 여성 20.7% 대비 4.3% 높게 나타

났고,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생산직 긍정응답률이 66.7%로 가장 높고, 전문직 45.5%, 판매영업직 33.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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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움 정도 –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됨 7.9%, 매우 도움이 됨 10.1% 등 18.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해당사항이 없다는 응답은 33.1%로 리커트척도 5점 기준 2.91점임

‐ 고용안정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남성이 31.3%로 여성 16.7% 대비 14.6%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66.7%로 가장 긍정응답률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 45.5%, 자영업 3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18]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움 정도 - 고용안정

‐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됨 36.4%, 매우 도움이 됨 24.0% 등 60.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

으며, 리커트척도 5점 기준 3.73점임

‐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남성이 75.0%로 여성 59.1% 대비 15.9%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동별로는 강일동의 긍정응답률이 7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성내동 72.7%, 고덕동 60.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전문직, 판매영업직, 학생의 긍정응답률이 100.0%이며,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 86.7%, 

서비스직 및 생산직 66.7%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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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움 정도 – 사회참여

‐ 친목도모 증진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됨 36.4%, 매우 도움이 됨 35.8% 등 72.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리커트척도 5점 기준 3.98점으로 나타남

‐ 친목도모 증진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여성이 71.8%, 남성이 71.5%로 거의 차이가 없음

‐ 동별로는 상일동이 91.7%로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성내동 81.8%, 명일동 

80.6%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0]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움 정도 – 친목도모 증진

◦ 평생학습 정보

‐ 평생학습의 정보는 온라인이나 휴대폰에서 얻은 경우가 54.5%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웃 및 친구 42.9%, 신문 및 지역신문 23.2%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연령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이나 휴대폰에서 정보를 얻은 비율은 30대가 69.6%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낮아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22.7%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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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중복응답 가능)

◦ 삶의 질 향상

‐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향상됨 57.3%, 매우 향상됨 

33.3% 등 90.6%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긍정응답률이 10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93.5%, 40대 

9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리커트척도 5점 기준 성내동이 4.44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상일동 4.42점, 강일동 4.3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22]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평생학습 참여가 삶의 질 어느 부분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신적 건강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적 풍요로움 49.0%, 육체적 건강 33.5%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는 지적 풍요로움의 응답 비율이 높고, 40대 이상에서는 정신적 건강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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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영역(중복응답 가능)

4) 평생학습 요구사항

◦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중에서는 진학준비강좌의 

응답 비율이 7.8%로 가장 높음

‐ 동별로 보면 진학준비 강좌 응답비율은 둔촌동이 20.3%로 가장 높고, 천호동 11.4%, 강일동 11.1%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진학준비 강좌 응답 비율은 서비스직이 22.2%로 가장 높고, 생산직 16.2%, 판매영업직 

13.5%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4]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 –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중복응답 가능)

◦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 직업능력향상교육

‐ 직업능력향상교육 중에서는 자격증 인증과정의 응답비율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는 컴퓨터 자격증 강좌 18.6%, 취업 및 창업 준비과정 15.6%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에서 컴퓨터 자격증 강좌가 42.9%로 가장 높고,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자격증 

인증과정이 모두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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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별로는 자격증 인증 과정 응답 비율은 주부가 4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판매영업직 37.8%, 

전문직 3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자격증 강좌는 생산직에서 27.0%로 타 업종 대비 높음

[그림 5-25]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 – 직업능력향상교육(중복응답 가능)

◦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 인문교양교육

‐ 인문교양교육 중에서는 외국어강좌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경영강좌 

22.0%, 인문교양강좌 20.0%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외국어강좌 응답 비율은 대학원 이상에서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26]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 – 인문교양교육(중복응답 가능)

◦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 문화예술 스포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 문화예술 스포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중에서는 스포츠강좌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술 

강좌 33.3%, 음악 강좌 26.9%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스포츠강좌는 성별로 보면 여성이 46.7%로 남성 33.0% 대비 13.7% 높게 나타남

‐ 시민참여교육의 경우 수강을 희망하는 정도가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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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 – 문화예술 스포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중복응답 가능)

5) 희망교육시간

◦ 평생학습 희망시간은 평일 오전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주말 오전이 29.8%로 높았고, 여성은 57.0%가 평일 오전을 선택함

‐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경우 주말 오전이 40.0%로 높고, 30대 이상에서는 모두 평일 오전을 선호함

‐ 혼인여부별로 보면 미혼의 경우 평일 저녁이 32.8%로 높음

‐ 직업별로 보면 주부 71.8%로 평일 오전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5-28] 평생학습 참여 희망시간

6) 참여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이유

◦ 참여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6.8%로 나타남

‐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46.3%,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28.4%,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20.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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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경우에는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보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학생 56.5%, 기타 52.8%, 생산직 5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29]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가능)

7)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시설의 프로그램 수 확대 44.4%, 지역 평생학습시설 

확대 36.2%, 주민을 위한 자율학습공간 확대 26.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생학습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는 9.7%로 가장 낮았음

‐ 연령별로 보면 평생학습시설 프로그램 수 확대에 대해 40대가 51.4%로 가장 높고, 50대 49.4%, 30대 

48.2%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공무원 56.3%, 기타 50.0%, 주부 47.2% 순으로 평생학습시설의 프로그램 수 확대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5-30] 우리 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 가능)

8) 학습동아리

◦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은 25.0%가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1/4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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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 보면 여성이 29.7%로 남성 11.8% 대비 17.9% 높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44.6%로 가장 높고, 50대 30.7%, 29세 이하 14.3% 순으로 나타남

‐ 동별로 보면 강일동 56.6%, 고덕동 42.9%, 상일동 23.7%, 성내동 22.0% 순으로 학습동아리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습동아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이 37.3%로 가장 높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31.7%, 동아리 연합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23.8% 순으로 나타남

‐ 동아리 활동 장소제공의 경우 연령별로 보면 사례수가 적은 10~20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50대의 

응답 비율이 40.6%로 가장 높음

[그림 5-31] 학습동아리의 문제점

2 ∙ 강동구 평생학습 담당자 대상 평생학습 의식 및 요구조사

1) 응답 담당자 현황

◦ 담당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1명이었음

‐ 기관유형별로 보면 동 자치회관이 16명으로 51.6%였고,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 19.4%, 기타 12.9% 

등이었음

구분
사례수 비중

(명) (%)

전  체 31 100.0%

기
관
유
형

평생학습관 3 9.7%

동 자치회관 16 51.6%

복지센터 및 복지관 2 6.5%

도서관 6 19.4%

기타 4 12.9%

[표 5-3] 응답 담당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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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학습 이용 현황

◦ 강동구의 평생학습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29.0% 등 70.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부정적 응답은 전혀 없었음

구분
사례수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명) (%) (%) (%)

전  체 31 29.0% 41.9% 29.0%

[표 5-4] 평생학습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

◦ 평생학습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향상될 것 같다 60.0%, 매우 향상될 

것 같다 30.0% 등 90.0%가 긍정적으로 응답

구분
사례수 보통 약간 향상될 것 같음 매우 향상 될 것 같음
(명) (%) (%) (%)

전  체 30 10.0% 60.0% 30.0%

[표 5-5] 평생학습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정도

◦ 특히 정신적 건강 및 지적 풍요로움(각 73.1%)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 정신적 건강 지적 풍요로움 사회참여 만족도 육체적 건강

(명) (%) (%) (%) (%)

전  체 26 73.1% 73.1% 30.8% 23.1%

[표 5-6] 평생학습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역(중복응답 가능)

◦ 평생학습 홍보에 대해서는 약간 잘 되고 있다 45.2%, 매우 잘 되고 있다 16.1% 등 61.3%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구분
사례수

별로 잘 되고 
있지 않다

보통
약간 잘 되고 

있다
매우 잘 되고 

있다
(명) (%) (%) (%) (%)

전  체 31 6.5% 32.3% 45.2% 16.1%

[표 5-7] 구민들에게 평생학습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

◦ 평생학습 홍보에 대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담당자들의 경우 홍보의 개선을 위해서 주거지역 방문

홍보를 진행하거나, 홍보 매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함

구분
사례수 주거지역 방문 홍보 홍보 매체 변경

(명) (%) (%)

전  체 2 50.0% 50.0%

[표 5-8] 홍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 학습동아리 운영 시 어려운 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아리 활동장소 제공이 

22.6%로 두 번째로 높음

구분
사례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아리 운영비 
보조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명) (%) (%) (%) (%)

전  체 31 58.1% 16.1% 3.2% 22.6%

[표 5-9] 학습동아리 운영 시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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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고, 

약간 그렇다 38.7%, 별로 그렇지 않다 16.1%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명) (%) (%) (%)

전  체 31 16.1% 45.2% 38.7%

[표 5-10] 기관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가 잘 되는지의 여부

◦ 기관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60.0%, 워크샵 및 세미나가 필요하다 20.0% 등으로 응답함

구분
사례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워크샵 및 세미나 기타

(명) (%) (%) (%)

전  체 5 60.0% 20.0% 20.0%

[표 5-11] 기관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부분

3) 평생학습 수요

◦ 더 개설되길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인문교양교육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으로는 문화예술 스포츠교육 45.2%, 직업능력 향상교육 29.0% 순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시민참여
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학력보완
교육

(명) (%) (%) (%) (%) (%) (%)

전  체 31 54.8% 45.2% 29.0% 22.6% 12.9% 3.2%

[표 5-12] 더 개설되길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중복응답 가능)

◦ 강동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평생학습시설확대(48.3%)가 가장 필요하며, 그 외에는 주민 자율학습을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41.4%), 주민을 위한 자율학습공간 확대(31.0%) 순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지역 
평생학습시설 

확대

주민의 
자율학습을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주민을 
위한 

자율학습
공간 확대

평생학습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강사 
증원

평생학습
시설의 

프로그램 
수 확대

평생학습 
홍보 및 
성과공유 
위한 축제 
등 확대

(명) (%) (%) (%) (%) (%) (%) (%)

전  체 29 48.3% 41.4% 31.0% 20.7% 17.2% 13.8% 3.4%

[표 5-13]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중복응답 가능)

◦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 늘려야 하는 시간대는 평일 저녁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평일 

오후 22.6%, 평일 오전 12.9% 순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평일 오전
(10:00
-13:00)

평일 오후
(14:00
-17:00)

평일 저녁
(18:00 
이후)

주말 오전
(10:00
-13:00)

주말 오후
(14:00
-17:00)

(명) (%) (%) (%) (%) (%)

전  체 31 12.9% 22.6% 51.6% 9.7% 3.2%

[표 5-14]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 늘려야 하는 시간대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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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구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평생학습의 의의

◦ 평생학습은 구민들의 정신적 건강 향상 및 지적 풍요로움 등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 직업능력 확보 등 경제활동을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해 평생학습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고, 여가시간의 

활용에 집중되어 있음

‐ 그 이유는 평생학습의 주 이용층이 40~50대 이상 가정주부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반대로 생각하면 경제활동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경제활동을 이유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확충 및 온라인 학습 증진 등의 대책이 필요함

2) 주민과 담당자 간 시선차이

◦ 주민들의 경우 평생학습을 위해 선호하는 시간으로 1) 평일 오전, 2) 주말 오전을 꼽고 있음

‐ 평일 오전의 경우 40~50대 여성들이 선호하며, 주말 오전의 경우는 남성들이 선호

◦ 반면,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평생학습을 위해 늘려야 하는 시간대로 평일 저녁을 꼽고 있음

‐ 최근 평생학습 및 생활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평일 저녁, 직장인과 청년층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담당자들이 평생학습의 확대를 위해 정책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용자층과 실제 활발히 평생

학습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 간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프로그램 경우에도 주민들은 스포츠교육, 자격증 인증 과정, 외국어 강좌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의 순으로 응답함

‐ 주민이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담당자의 입장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분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 개설 시 주민의 니즈 반영과 담당자의 의견 반영 간 

조율 필요

3) 보다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 필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에 참여한 주민들과 담당자들 간에는 평생학습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존재함

‐ 이러한 차이는 설문 참여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기 수요층 위주이고, 담당자들은 

잠재 수요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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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 목표와 실제 성과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평생학습의 홍보 대상 및 프로

그램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상급기관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관별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와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

◦ 따라서 강동구에서는 지역 내 각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향후 평생학습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평생학습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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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생학습 담당자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1) 인터뷰 개요

◦ 목적

‐ 강동구 평생학습 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강동구 평생학습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

◦ 주요내용

‐ 복지센터 및 복지관 담당자 대상 개별심층면접(IDI : In-depth Interview)을 통하여 평생학습 주요 

요구사항 분석

‐ 계층 간 차별 없는 평생학습을 지향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대상

으로 실제 운영 환경 및 요구분석

◦ 인터뷰 대상자, 일정, 장소

구분 직책 성명 일시 장소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광식 2020.01.20.(월) 14:00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구립해공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서하영, 김한솔 2020.01.20.(월) 16:00 구립해공노인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박유진 2020.01.21.(화) 14:0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표 5-15] 인터뷰 대상자, 일정 및 장소

2) 인터뷰 질문지 내용

◦ 개요

‐ 본 질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 평가모형 개발연구”(강훈·한상훈 2017)의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 평가모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질문의 영역은 크게 평생교육기관 경영역량, 평생교육 진흥역량이고 세부 사항과 질문 내용은 아래의 

[표 5-16]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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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내용

평생교육기관 
경영역량

계획의 타당성
(기관특성, 예산, 기간, 

교육요구 등)
1)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기관(장)의 지원과 관심은 어느 정도?

교육운영 실적
2)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혹은 차별점?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4)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평생교육기관의 전망과 
목표수립 및 달성

5)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는 영역과 그 이유는?

6) 평생학습 운영 관련 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7) 구에서 평생학습 추진(활성화)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평생학습 정보시스템 구축

8) 학습자, 교·강사, 프로그램 DB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학습자의 이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9) 타 지자체(예-오산시)의 경우 홈페이지가 매우 잘 구축되어있어 평생학습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얻기가 용이한데, 현 기관의 상황은 어떤지?

조직 전문성 확보
10)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인력현황(충분 또는 충원필요)

11)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확산에 대한 의견

시설구축 및 운영합리성
12) 교육시설(전용면적, 세미나실, 강의실, 학습동아리실 등) 현황

13)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현황

평생교육
진흥역량

학습자 만족 제고
14) 학습자의 강좌 출석률 및 수료율 현황

15) 자격증, 창업, 취업, 공연, 전시 등 현황

잠재(신규) 및 소외계층 
기회제공

16) 잠재(신규) 학습자 참여율이 어떤지?

17) 소외(취약)계층의 참여정도와 관심도가 어떤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 제공

18) 프로그램 홍보실적(수강 후기, 성공 및 미담사례 간행물, 보도자료 등)

19)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경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홍보의 부족을 느낀다면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인적자원

20) 교·강사 평가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평가에 따라 이후 강의 개설에 실제 영향이 
   있는지?

21) 교·강사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운영하고 있다면 그로인한 성과는 
    어떤지?

자료 :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 평가모형(강훈·한상훈, 2017)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표 5-16] 평생학습 담당자 인터뷰 영역 및 질문 내용

3)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 기관(장)의 높은 관심

‐ 평생학습 이용에 대하여 기관(장)의 관심이 높아, 공모사업 외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담당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

‐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 및 지속적 관심 필요

◦ 홍보강화 필요

‐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기관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하는 

주민들이 있어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함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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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이용경험이 없는 주민들을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홍보방안 모색 필요

‐ 온라인 접근이 비교적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홍보채널 필요

◦ 네트워크 확산 강화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약한 실정이어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움

‐ 평생학습 사례발표회, 전시회 외에도 실무 담당자를 위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해 직원 역량 

강화 및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 필요

‐ 우리 구의 평생학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주요이슈에 대한 공통의 지향점을 찾는 

데에 컨트롤타워가 주관해야 할 필요

‐ 관내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직원역량강화 및 정보나 노하우 공유, 우리 구의 평생학습이 나아

가야 할 방향 논의, 평생학습 운영 현황 피드백 등 수시로 소통하여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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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제 1 :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1) 추진목적

◦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른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적인 과정의 

배움”에 부합하도록 전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민선 7기 공약사업에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평생교육 세대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 상황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강동구의 인구 및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강동구를 실현

◦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국가와 서울시의 

평생교육 정책을 강동구 민선 7기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평생교육계획 수립 필요

[그림 6-1]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구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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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 생애주기 모형

강동구 기존 구분 최운실 등(2003)
강동구 맞춤형 생애주기 모형

(리상섭 등)
강동구 맞춤형 

생애주기모형(2020~)

유아·아동기

유아기
(취학 전 5~6세까지)

유아기
(0~6)

유아동기
(0~9)아동기

(초등학교에 취학해 있는 
6~11세 사이)

아동기
(6~11)

청소년기
청소년기

(중등학교 취학기간이 주종인 
10대)

청소년기
(10대)

청소년기
(10대)

청년기
성인전기

(성인기의 초반2~30대)
청년기

(20~30대)
청년기

(20-30대)

성인 전기 성인중기
(성인기의 중반기4~50대)

성인 전기
(40대)

성인전기
(40대)

성인 중기
성인 중기

(50대)
성인중기
(50대)성인후기

(활동이 축소되는 성인기의 
후반기 약60세 이후)성인 후기

성인 후기
(60세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19)

(60대)

성인 후기
(70대 이후)

[표 6-1] 생애주기 모형 비교

◦ 강동구 생애주기 변경 근거

‐ 강동구는 2018년을 기준으로 인구가 414,227명으로, 서울시를 구성하는 25개 구 중에서 10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

‐ 기존 연구에 따른 지표 즉, 최운실 등(2003)은 16년 전에 구축된 것으로써 현재 사회문제(저출산, 인구

고령화, 총 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최운실 등(2003)의 지표를 바탕으로 2017년에 수행된 컨설팅(리상섭 등)에서 강동구 맞춤형 생애주기 모형

(강동구청 교육지원과-667(2017.01.24.))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성인 전기(20~30대)를 청년기(20~30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인중기(40~50대)를 성인전기(40대)와 성인중기(50대)로 구분하였을 뿐 큰 변화가 없었음

‐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의 출현과 강동구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를 수정·재설정하고자 함

‐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를 바탕으로 0~9세를 두 집단(0~4세/5~9세)으로 구분하려고 하였으나, 0~4

세는 학습의 범주에 넣기 어렵고 사실상 평생학습에서 0~4세를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

그램이 없다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0~9세를 유아동기로 통합하였음

19) 1955년~1963년까지 베이비붐이 일어난 시기에 출생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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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20~30대)에 속한 20대와 30대의 관심 분야(취업, 육아 등)가 세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해 

20대와 30대를 각각 두 그룹으로 구분하려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20~30대

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일 뿐 아니라 이들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평생학습 담당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분하지 않았음

‐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60대와 70대 이후를 구분한 이유는, 현재의 60대가 과거의 60대와는 달리 

여전히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70대 이후(70대, 80대, 90대, 100세 이상 

포함)와 많게는 2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음. 따라서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는 60대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성인 후기에서 제외하여 따로 분리하고, 70대 이후를 한 그룹으로 묶었음

‐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강동구의 총 인구수는 점점 감소하였음

‐ 총 인구수 감소의 이유로는 아파트 및 민영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입주가 시작되는 2019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생애주기 모형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 제안

[그림 6-2] 생애주기 모형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

3) 기대효과

◦ 각 연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요자들의 니즈 충족

◦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으로 인한 평생학습 참여자의 연령층 다양화 및 참여자 수 증가

◦ 자신이 속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 아니라할지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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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제 2 : 평생학습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 개선

1) 추진목적

◦ 젊은 층에게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것으로, 주로 본인 세대가 

아닌 중장년층들이 참여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평생학습 이용자가 많지 않기에 참여 유도가 필요함

◦ 강동구의 둔촌·고덕 권역 재건축으로 인해 향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젊은 세대의 유입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

므로 젊은 세대들에게 ‘평생학습’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함

2) 추진내용

◦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배움에 함께할 수 있을지 홍보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 추진(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구민들의 직접 참여 유도)

◦ 젊은 세대들의 이용률이 높은 SNS를 활용한 홍보, 강동구 소재 지하철역 및 주요 기관에 전광판 또는 포스터를 

통한 광고

◦ 명사특강과 같은 강의 형식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다시보기를 제공하여, SNS 이용이 

활발한 젊은 세대들이 비교적 쉽게 모바일로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함

[그림 6-3] 홍보 캠페인 포스터 예시

3) 기대효과

◦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일생동안 학습하는 것이고,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적은 

젊은 세대들에게 캠페인을 통한 홍보가 잘 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개선이 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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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향후 온라인 학습 강좌 개설이 증가하거나 학습 시간(평일 저녁 또는 주말) 편성이 증가한다면, 평생학습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학습하기에는 직장생활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는 젊은 세대들이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 구 평생학습 관련 SNS계정 또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평생학습’ 이미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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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제 3 : 컨트롤타워로써의 평생학습관

1) 추진목적

◦ 평생교육 조직 전문화 및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기능 재정립

◦ 강동구 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를 관리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 또는 부서의 필요

◦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체계에 따른 6개의 대분류(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

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를 따르되 각 영역별 메인 프로그램은 어느 기관에서나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기반을 다져 학습자와 운영자 모두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2) 추진내용

◦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설문조사 등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실무자들 간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및 우수 강사, 

우수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 스마트폰 사용의 생활화로 인하여 실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얻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재구축 및 향후에는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 ‘평생교육’개념으로 강동구 내 전 프로그램을 기획·조정하는 조직필요

‐ 자치회관 프로그램(자치안전과 및 동주민센터), 청소년시설 프로그램(각 청소년시설), 도서관 프로그램

(각 도서관), 복지관 프로그램(각 복지관) 등 시설별 프로그램 기획부서가 다르고 소통 부재

‐ 현재의 조직으로는 평생학습관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역부족

‐ 현재의 교육지원과 소속 평생교육팀에서 사업 및 업무성격에 따라 분리·개편하여 평생학습을 체계적

으로 지원

강동구 평생학습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그림 6-4] 평생교육팀 조직 개편(안) [그림 6-5] 평생학습관과 각 권역의 관계도

3) 기대효과

◦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

◦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및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강동구 전체의 평생학습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명시한 평생학습관의 기능이 더욱 강화

내용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규정한 

평생학습관의 기능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3.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6.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7.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8.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

9. 평생교육 상담

10.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6-2]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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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제 4 :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1) 추진목적

◦ 평생학습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기관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가 잘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38.7%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보통’ 45.2%, ‘별로 그렇지 않다’ 16.1%로 긍정적인 

응답은 약 39%로 과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음

◦ 평생학습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심층면접에서도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평생학습 기관들 간 네트

워크 및 정보공유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

◦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이용자들 혹은 추후 이용하게 될 잠재적 이용자들을 위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생학습을 담당하여 일하고 있는 직원들 간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2) 추진내용

◦ 예를 들어, 일본 사가현의 경우처럼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를 주기적으로 

열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

◦ 분기별로 모임을 갖는 것이 어렵다면, 연중 2회(상반기/하반기)라도 평생학습 담당자들이 모여 우리 구의 

평생학습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하나의 큰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세부적인 사항들도 함께 의견을 

나누어 정책에 반영

3) 기대효과

◦ 행정조직의 특성 상 실무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담당자들 간 네트워크가 강화된다면,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모임의 자리를 통해서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형식적인 회의 형태의 모임이나 단순히 공지 사항을 전달하는 분위기의 모임이 아니라 모임에 참여한 실무자

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각 기관의 사업 진행 현황이나 계획에 대하여 발표함으로써 타 기관의 실무진들로

부터 피드백을 얻어 본인의 업무에 참고 및 활용(업무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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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과제 5 : 학습동아리 

1) 추진목적

◦ 강동구에는 2018년 기준으로 83개의 학습동아리가 활동 중이고, 총 참여 인원이 978명이지만 젊은 층(20대 

이하 : 1명, 30대 : 10명)에서는 참여가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학습동아리를 활성화

◦ 특정세대에서만 참여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참여하는 학습동아리를 지향

2) 추진내용

◦ 각 학습동아리의 규모는 소소하지만 각 동아리의 주제는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미 참여자들 뿐 아

니라 기존 참여자들에게도 선택의 폭이 넓게 형성될 수 있을 것(가제: 소다프로젝트 – 소소하지만 다양하게)

◦ 학습동아리가 꾸준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시회·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횟수를 늘려 저조한 활동으로 사라

지는 학습동아리가 없게 해야 함

◦ 서로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각 동아리 간 네트워크 형성될 수 있도록 장소 및 보조금 지원

   (평생학습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학습동아리의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동아리 운영비 보조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3) 기대효과

◦ 각 학습동아리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배움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고, 함께 모여 학습하는 분위기 또한 

확산될 수 있음

◦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참여해보지 않은 동아리에 대한 호기심 및 관심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다른 동아리로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파급효과 기대

◦ 단순 모임이 아니라 학습동아리로써의 크고 작은 모임들이 학습과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이 속한 동아리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다른 이웃에게 배움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그림 6-6] 학습동아리-지역사회-구민 간 선순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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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과제 6 : 재능기부 및 지식환원

1) 추진목적

◦ 평생 “학습”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나눔”에도 초점을 맞추어 함께 학습하고 더불어 나눌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독려(강동구의 구정 슬로건 : 더불어 행복한 강동)

◦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서 동네 주민에게, 동네 주민에서 구민에게” 방식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본인이 

획득한 지식을 전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어야 함

2) 추진내용

◦ 자신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 구축(지식의 환원)

◦ 자신도 누군가를 통하여 학습했듯이, 다른 이들도 나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는 일종의 

캠페인 진행

3) 기대효과

◦ 재능기부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지식 또는 학습한 내용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

◦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 배우며, 더불어 성장

[그림 6-7] 지식의 확산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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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과제 7 : 지역의 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1) 추진목적

◦ 이미 많은 평생학습기관에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타 자치구 또는 지자체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강동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함

◦ 강동구는 인문사회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기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 인문교양교육을 다른 방법이 아닌 지역의 인문사회적 환경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평생학습 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순으로 꼽았음)

2) 추진내용

◦ 강동구의 대표적인 유형문화재인 서울 암사동 유적, 무형문화재인 나전칠장, 침선장 등을 평생학습 프로

그램에서 현장학습의 형태로 개설

◦ 역사적 배경을 이론적으로 먼저 공부한 뒤에 유적지에 직접 가서 보고,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

  (일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한강따라 소소한 걷기’ 프로그램은 총 12개의 걷기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도시여행해설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중에는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50+

도시여행해설가 양성과정’ 강좌를 수강해 도시여행해설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 실습을 통하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퇴직 이후의 세대들이 포함되어있음)

◦ 2020년 하반기 강동구 천호동에 ‘강동 50플러스 센터’가 조성되기 때문에 해당 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3) 기대효과

◦ 지역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학습과 여가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평생

학습의 취지를 살려 배움과 동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강동 역사탐방’(가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지식을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서울시의 도시여행해설가처럼 ‘강동 문화 해설가’(가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강동구의 유형문화재,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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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역축제, 문화체험 등에 관하여 교육받은 이들이 ‘강동 역사탐방’(가제)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

할 수 있으며, 굳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지역 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 특정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연령층이 참여하여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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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과제 8 : 평생학습 사각지대 ZERO

1) 추진목적

◦ 경제적 여건 차이가 평생학습 참여 및 능력개발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평생학습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함

◦ 평생학습에 대한 세계적 트렌드인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For All)”을 실현

◦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직장인 등 평생학습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민들에게 동등한 

학습의 기회 부여

2) 추진내용

◦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강좌의 학습시간대를 다양하게 증설하고,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평일 야간반&주말반 개설 및 확대

◦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또는 사이버강좌 등을 적극 활용

◦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 학습자들이 수강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기회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함

◦ 결혼이주여성 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평생학습을 통해 우리 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관리 및 지원

◦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 개설 및 재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저학력·비문해자에게 맞춤형 문해 교육을 통하여 기초학습 역량 강화

3) 기대효과

◦ 학습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구민들의 학습권이 보호·보장됨으로써 “양질의 모두를 위한 교육(Quality 

Education For All)” 실현

◦ 소외계층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기회의 격차를 감소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활 능력 강화

◦ “평생학습 사각지대 zero”를 통해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결국은 각 개인의 학습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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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모든 계층을 위한 양질의 교육 구현

9 ∙ 연도별 추진과제

◦ 각 추진과제를 연도별로 구분하였으나, 반드시 이 제언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본 연구에서 제안한 8개의 추진과제를 구정의 상황 및 예산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

[그림 6-9] 연도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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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Lifelong Learning in 

Gangdong-gu

Su-Jin Oh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urrent lifelong learning in gangdong-gu to provide an operational 
improvement plan.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residents of the district can enjoy a lifetime 
learning opportunity without discrimination among the local classe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a mature 
community through lifelong learning. And lifelong learning for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and 
considering a global trend of mid - to considering the loc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gangdong-gu 
a development plan to develop (’20 to ’24) is very important. The empir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is research, a survey of local residents and lifelong learning staff living in gangdong-gu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views between residents and staff. Since lifelong learning is an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it is desirable to operate to refl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who experience learning, 
but it can have side effects if policies or programs are focused on the opinions of residents. The same is 
true of the opposite. In fact, focusing on the opinions of those in charge of running lifelong learning will 
make it difficult for lifelong learning to become more active due to the gap between what the residents 
actually wa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in this study, 56 percent of all respondents 
said they had participated in lifelong learning, and 90.6 percent of them said they had improved their quality 
of life through lifelong learning. 
Secondly, those who answered that they had no lifelong learning experience cited the lack of relevant 
information as the reason. This means that the promotion of lifelong learning to residents should be carried 
out in multiple ways.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strengthen public 
relations, such as using the website of lifelong learning centers and expanding public relations channels 
through social networking sites for younger generations who do not participate.
Finally, interviews conducted among those in charge who did not respond to the survey showed that the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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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lso very positive about the need for the agency to act as a control tower. This study confirmed that 
compared to the various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and programs being conducted by each organization, 
the network among the people who staffs  in charge was relatively weak, and that an institution was needed 
to act as a control tower in sharing one big goal and discussing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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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평생학습 기관별 프로그램 현황(’18 기준)

기관 구분 기관명 연번 프로그램명 주제구분 수요대상
동자치회관 명일1동자치회관 1 일본어a 인문교양 성인

2 일본어b 인문교양 성인
3 어린이미술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4 퀼트 문화예술 성인
5 통기타 문화예술 성인
6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7 어린이바둑교실a 문화예술 어린이
8 어린이바둑교실b 문화예술 어린이
9 꼬꼬마요리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10 여행영어(초급) 인문교양 성인
11 여행영어(중급) 인문교양 성인
12 종이접기&클레이a 문화예술 어린이
13 종이접기&클레이b 문화예술 어린이
14 왕초보원어민중국어교실 인문교양 성인
15 탁구a 문화예술 성인
16 탁구b 문화예술 성인
17 라인댄스 문화예술 성인
18 단전요가 문화예술 성인
19 띠요가 문화예술 성인
20 공요가a 문화예술 성인
21 공요가b 문화예술 성인
22 건강&라인댄스 문화예술 성인
23 건강백세운동교실 문화예술 성인
24 싱싱건강운동교실 문화예술 성인
25 옹달샘학교 문화예술 어린이

명일2동자치회관 1 가구&소품DIY 직업능력향상 성인
2 일어교실(중급) 인문교양 성인
3 수채화교실 문화예술 성인
4 데생교실 문화예술 성인
5 유화교실 문화예술 성인
6 스포츠댄스 문화예술 성인
7 주부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8 탁구(A) 문화예술 성인
9 탁구(B) 문화예술 성인
10 탁구(D) 문화예술 성인
11 기타교실 문화예술 성인
12 띠요가 문화예술 성인
13 실버웃음요가 문화예술 성인
14 종이접기&클레이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15 토요어린이탁구 문화예술 어린이
16 라인댄스 문화예술 성인
17 웰빙다이어트요가 문화예술 성인
18 생활요가 문화예술 성인
19 풍물교실 문화예술 성인

길동자치회관 1 국선도 문화예술 성인
2 건강요가 문화예술 성인
3 웰빙요가 문화예술 성인
4 정통요가 문화예술 성인
5 필라테스요가 문화예술 성인
6 공요가 문화예술 성인
7 파워요가 문화예술 성인
8 편한요가 문화예술 성인
9 한국무용(초급) 문화예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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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7

기관 구분 기관명 연번 프로그램명 주제구분 수요대상
10 한국무용(중급) 문화예술 성인
11 북춤 문화예술 성인
12 풍물(초중급) 문화예술 성인
13 장애청소년풍물 문화예술 청소년
14 탁구교실 문화예술 성인
15 주부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16 밸리댄스 문화예술 성인
17 김봉빈서예 문화예술 성인
18 하모니카(초중급) 문화예술 성인
19 하모니카(고급) 문화예술 성인
20 수채화 문화예술 성인
21 여행영어(기초) 인문교양 성인
22 여행영어(고급) 인문교양 성인
23 퀼트 문화예술 성인
24 엄문희서예 문화예술 성인
25 어린이바둑A 문화예술 어린이
26 어린이바둑B 문화예술 어린이
27 건강댄스 문화예술 성인
28 스포츠댄스 기초 문화예술 성인
29 성인한자교실 인문교양 성인
30 건강체조교실 인문교양 성인

암사1동자치회관 1 공요가(초급) 문화예술 성인
2 공요가(중급) 문화예술 성인
3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4 라인댄스 문화예술 성인
5 서예 인문교양 성인
6 스포츠댄스(중급) 문화예술 성인
7 스포츠댄스(고급) 문화예술 성인
8 사교댄스 문화예술 성인
9 생활영어회화 성인기초-문자해득 성인
10 여행영어회화 성인기초-문자해득 성인
11 다이어트댄스 문화예술 성인
12 탁구 문화예술 성인
13 탁구(야간) 문화예술 성인
14 S라인교실 문화예술 성인
15 SM필라테스요가 문화예술 성인
16 건강365 문화예술 성인
17 음악줄넘기 문화예술 아동
18 창의력가베 인문교양 아동
19 수학가베 인문교양 아동
20 성인한문 인문교양 성인

암사2동자치회관 1 실버척추균형운동 문화예술 노인
2 다이어트댄스(어르신) 문화예술 노인
3 실버요가 문화예술 노인
4 공요가체조 문화예술 성인
5 댄스스포츠 문화예술 성인
6 커피바리스타 문화예술 성인
7 커피라떼아트 문화예술 성인
8 영어회화기초 인문교양 성인
9 서예와캘리그라피 인문교양 성인
10 헬스로빅 문화예술 성인
11 탁구(야간) 문화예술 성인
12 탁구(오전) 문화예술 성인
13 최신가요교실 문화예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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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분 기관명 연번 프로그램명 주제구분 수요대상
14 문인화(사군자) 인문교양 성인
15 중국어초급 인문교양 성인
16 중국어중급 인문교양 성인
17 홈베이킹베이직 문화예술 성인
18 홈베이킹브런치 문화예술 성인
19 다이어트건강체조 문화예술 성인
20 영어발레A 문화예술 어린이
21 영어발레B 문화예술 어린이
22 영어발레C 문화예술 어린이
23 키크는 균형체조 문화예술 어린이
24 방송댄스 문화예술 어린이
25 음악줄넘기 문화예술 어린이
26 음악줄넘기(토) 문화예술 어린이
27 창의력가베A 문화예술 어린이
28 창의력가베B 문화예술 어린이
29 수학가베 문화예술 어린이
30 종이접기&클레이 문화예술 어린이
31 쿠키&아동요리 문화예술 어린이
32 청소년배드민턴 문화예술 청소년
33 에어로빅 문화예술 성인

암사3동자치회관 1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2 공요가 문화예술 성인
3 다이어트건강체조 문화예술 성인
4 헬스로빅 문화예술 성인
5 어르신건강체조 문화예술 노인
6 사물난타 문화예술 성인
7 경기민요가락장구 문화예술 성인
8 한국무용 문화예술 성인
9 원어민일본어회화 인문교양 성인
10 사군자(동양화)교실 문화예술 성인
11 차밍댄스 문화예술 성인
12 성인기초영어회화 인문교양 성인
13 성인여행영어회화 인문교양 성인
14 플라워아트 문화예술 성인
15 띠요가 문화예술 성인
16 꽃꽂이 문화예술 성인
17 월수금 성인탁구 문화예술 성인
18 화목오전 성인탁구 문화예술 성인
19 화목오후 성인탁구 문화예술 성인
20 월목저녁 성인탁구 문화예술 성인
21 어린이방송댄스 문화예술 청소년
22 원어민어린이영어회화 인문교양 어린이
23 어린이청소년탁구 문화예술 청소년
24 어린이종이접기 문화예술 어린이
25 창의력가베 문화예술 어린이
26 어린이발레 문화예술 어린이
27 아동요리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천호1동자치회관 1 탁구오전 문화예술 성인
2 탁구야간 문화예술 성인
3 스포츠댄스 문화예술 성인
4 한국무용 문화예술 성인
5 노인풍물 문화예술 노인
6 어린이발레 문화예술 어린이
7 어린이발레(유치부) 문화예술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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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린이발레(초등부) 문화예술 어린이
9 어르신한글교실 문화예술 노인
10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11 한자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12 어르신악기교실 성인기초-문자해득 노인
13 전통국악민요교실 문화예술 성인
14 실버웃음요가 학력보완 노인
15 라인댄스초급 문화예술 성인
16 라인댄스중급 문화예술 성인
17 띠요가 문화예술 성인

천호2동자치회관 1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2 경기민요 및 가락장고(초급, 중급) 문화예술 성인
3 댄스스포츠(주간, 야간) 문화예술 성인
4 어린이미술교실(유아, 초등) 문화예술 어린이
5 성인유화미술 문화예술 성인
6 탁구교실(초급A) 문화예술 성인
7 탁구교실(초급B) 문화예술 성인
8 탁구교실(중급) 문화예술 성인
9 에어로빅 문화예술 성인
10 띠요가 문화예술 성인
11 서예, 사군자 문화예술 성인
12 밸리댄스 문화예술 성인
13 사물놀이(초급) 문화예술 성인
14 사물놀이(중급) 문화예술 성인
15 클래식기타 문화예술 성인
16 중국어기본회화 문화예술 성인
17 청소년목공교실 문화예술 청소년
18 우쿠렐레 문화예술 어린이
19 하하호호건강웃음교실 문화예술 노인
20 기체조교실 문화예술 성인
21 어린이클레이특강 문화예술 어린이

천호3동자치회관 1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2 요가교실 문화예술 성인
3 탁구교실 문화예술 성인
4 민요교실 문화예술 성인
5 우쿨렐레 교실 문화예술 성인
6 성인난타 문화예술 성인
7 색소폰교실 문화예술 성인
8 클레이 문화예술 어린이
9 어르신 고전무용 문화예술 노인
10 어르신 시조교실 인문교양 성인
11 어르신 스포츠댄스 문화예술 노인
12 어르신 실버체조 시민참여 노인
13 장애아동 난타교실 문화예술 청소년
14 장애아동 방송댄스 문화예술 청소년
15 주민건강 기체조 시민참여 성인

성내1동자치회관 1 공요가 문화예술 성인
2 건강요가 문화예술 성인
3 생활요가 문화예술 성인
4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5 탁구교실 문화예술 성인
6 탁구교실 문화예술 성인
7 하모니카교실 문화예술 성인
8 오카리나 문화예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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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어민영어 인문교양 성인
10 원어민일본어 인문교양 성인
11 중국어회화 인문교양 성인
12 생활역학과풍수 인문교양 성인
13 문예창작교실 인문교양 성인
14 댄스스포츠 문화예술 성인
15 라인댄스 문화예술 성인
16 기타교실 문화예술 성인
17 가베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18 어르신게이트볼 문화예술 노인

성내2동자치회관 1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인문교양 성인
2 원어민영어회화(중급) 인문교양 성인
3 맛있는중국어1,2 인문교양 성인
4 중국어중급 인문교양 성인
5 중국어회화 인문교양 성인
6 오카리나(일반) 문화예술 성인
7 오카리나(테크닉) 문화예술 성인
8 성인서예 문화예술 성인
9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10 파워요가(일반) 문화예술 성인
11 파워요가(테크닉) 문화예술 성인
12 한국무용 문화예술 성인
13 창작무용 문화예술 성인
14 사군자서예 문화예술 성인
15 댄스스포츠(주간) 문화예술 성인
16 댄스스포츠(야간) 문화예술 성인
17 라이프요가 문화예술 성인
18 국선도 문화예술 성인
19 한자공부속성비법 성인기초 성인

성내3동자치회관 1 서예 문화예술 성인
2 사군자 문화예술 성인
3 한을순 노래교실 인문교양 성인
4 일어중급 인문교양 성인
5 여행영어 인문교양 성인
6 라인댄스(월/수) 문화예술 성인
7 라인댄스(화/목) 문화예술 성인
8 생활요가 문화예술 성인
9 밸리댄스 문화예술 성인
10 김지선노래교실 인문교양 성인
11 성인탁구 문화예술 성인
12 pop예쁜글씨 인문교양 어린이
13 아이베스트미술 인문교양 어린이
14 쿠키&클레이 인문교양 성인
15 캘리그래피 인문교양 성인
16 기타 인문교양 성인
17 중국어중급 인문교양 성인
18 서양화 문화예술 성인
19 중국어고급 인문교양 성인
20 어르신노래 인문교양 노인
21 우리의춤 문화예술 노인
22 어르신실버댄스 문화예술 노인

둔촌2동자치회관 1 화수목탁구 인문교양 성인
2 사물놀이 문화예술 성인
3 오전요가 인문교양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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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후요가 인문교양 성인
5 야간생활요가 인문교양 성인
6 한국무용 문화예술 성인
7 민요교실 문화예술 성인
8 한글교실 학력보완 노인
9 원어민중국어 인문교양 성인
10 원어민일본어 인문교양 성인
11 라인댄스 문화예술 성인
12 서예교실 문화예술 성인
13 어린이한자 인문교양 성인
14 국민건강 어르신댄스교실(초급) 문화예술 노인
15 국민건강 어르신댄스교실(중금) 문화예술 노인

고덕1동자치회관 1 난타일반 문화예술 성인
2 난타테크닉 문화예술 성인
3 하모니카 일반 문화예술 성인
4 하모니카 테크닉 문화예술 성인
5 인문학 인문교양 성인
6 스포츠댄스 문화예술 성인
7 월수금요가 문화예술 성인
8 화목요가 문화예술 성인
9 SM필라테스요가 문화예술 성인
10 어린이 성장요가 문화예술 어린이
11 놀이가베 문화예술 어린이
12 수학가베 문화예술 어린이
13 어린이한자교실 인문교양 어린이
14 어린이바둑체스 문화예술 어린이
15 컬러푸드 꼬꼬마요리교실 문화예술 성인
16 월수금탁구 문화예술 성인
17 화목탁구 문화예술 성인
18 한국무용 일반 문화예술 성인
19 한국무용 테크닉 문화예술 성인
20 서예 문화예술 성인
21 산수화 문화예술 성인
22 문인화 문화예술 성인
23 어르신 게이트볼 문화예술 노인
24 퓨전떡강의 문화예술 성인
25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26 고덕사랑생태학교 인문교양 어린이

고덕2동자치회관 1 탁구교실 문화예술 성인
2 국선도단전호흡 문화예술 성인
3 댄스스포츠 문화예술 성인
4 어린이주산암산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5 어린이종이접기클레이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6 체력단련실 문화예술 성인
7 한우물게이트볼 문화예술 노인

상일동자치회관 1 웰빙다이어트요가 문화예술 성인
2 스포츠댄스 문화예술 성인
3 서예교실 인문교양 성인
4 네이티브일본어회화 인문교양 성인
5 한국사급수반 인문교양 청소년

강일동자치회관 1 요가A 문화예술 성인
2 요가B 문화예술 성인
3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4 문인화 문화예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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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예 문화예술 성인
6 라인댄스 중급 문화예술 성인
7 라인댄스 초급 문화예술 성인
8 스포츠댄스 문화예술 성인
9 풍물교실 문화예술 성인
10 명리학 인문교양 성인
11 띠필라테스 문화예술 성인
12 띠요가 문화예술 성인
13 음악줄넘기 문화예술 어린이
14 한문교실 인문교양 어린이
15 클레이아트A,B 문화예술 어린이
16 일본어 인문교양 성인
17 경기민요 문화예술 성인
18 우리춤체조 문화예술 노인
19 시니어댄스 문화예술 노인
20 함께건강운동교실 문화예술 성인

도서관 강일도서관 1 매직팟 신나는 놀이영어 인문교양 어린이
2 킹콩선생님의 튼튼 신체놀이 문화예술 어린이
3 놀이로 배우는 영어동화 인문교양 어린이
4 토탈클레이와 쿠키교실A반 문화예술 어린이
5 토탈클레이와 쿠키교실B반 문화예술 어린이
6 펀아트유아미술A반 문화예술 어린이
7 펀아트유아미술반B반 문화예술 어린이
8 두뇌계발 버그박사 문화예술 어린이
9 킹콩선생님의 튼튼 체육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10 초등교과미술 기초반 문화예술 어린이
11 이영미의 창의미술 문화예술 어린이
12 개념 쏙쏙 한국사 5-6급 인문교양 어린이
13 한국사교실 3-4급 문화예술 어린이
14 MSL 어린이 스피치 문화예술 어린이
15 두뇌를 깨우는 바둑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16 주산식 암산수학 문화예술 어린이
17 신나는 창의수학 보드게임 문화예술 어린이
18 교구로 배우는 창의영재수학A반 문화예술 어린이
19 교구로 배우는 창의영재수학B반 문화예술 어린이
20 신문과 함께 생각키우기 1-2학년 인문교양 어린이
21 신문과 함께 생각키우기 3-4학년 인문교양 어린이
22 ASK 교과서융합과학 초등2 문화예술 어린이
23 재미팡!이야기 한자교실 인문교양 어린이
24 Learn to Read Class 1 인문교양 어린이
25 Learn to Read Class 2 인문교양 어린이
26 Learn to Read Class 3 인문교양 어린이
27 Learn to Read Class 4 인문교양 어린이
28 문제해결 큐브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29 초등클레이자격증반 문화예술 어린이
30 성인기초영어회화 생생 English 인문교양 성인
31 여행영어 생생 Travel English 인문교양 성인
32 중국어교실(전체) 인문교양 성인
33 토탈공예지도사 자격증반 문화예술 성인
34 캘리그라피와 수묵일러스트 문화예술 성인
35 통기타&클래식기타교실A반 문화예술 통합
36 통기타&클래식기타교실B반 문화예술 통합
37 통기타&클래식기타교실C반 문화예술 통합
38 통기타&클래식기타교실D반 문화예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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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통통튀는 우쿨렐레(신규) 문화예술 통합
40 손 안의 선율 오카리나(신규) 문화예술 통합
41 NIE 지도사 자격증반 직업능력향상 성인
42 책으로 노는 사람들 직업능력향상 성인
43 주몽학교 협력 프로그램: 독서동행 인문교양 어린이
44 nie 교실:초등 인문교양 어린이
45 nie 교실:중등 인문교양 청소년
46 50+ 스마트폰 활용교육 문화예술 노인
47 우리동네 찾아가는 북매니저 직업능력향상 노인
48 강동 다책맘 프로젝트 직업능력향상 성인
49 동그라미와 함께하는 책 친구들 인문교양 어린이

성내도서관 1 Storytelling with mom 인문교양 어린이
2 Jump Jump 신체놀이 인문교양 어린이
3 엄마와 함께하는 퍼포먼스 미술 문화예술 어린이
4 동화스피치 인문교양 어린이
5 씽크톡 창의놀이수학(A) 인문교양 어린이
6 씽크톡 창의놀이수학(B) 인문교양 어린이
7 Storytelling with buddy 인문교양 어린이
8 Start Reading 인문교양 어린이
9 감성 두뇌 개발 종이접기&클레이 문화예술 어린이
10 리틀다빈치 미술교실(A) 문화예술 어린이
11 Smart kids 영어발레(A) 문화예술 어린이
12 Smart kids 영어발레(B) 문화예술 어린이
13 키가 쑥! 유아체육교실(A) 인문교양 어린이
14 키가 쑥! 유아체육교실(B) 인문교양 어린이
15 발표력 향상! 리더십스피치 인문교양 어린이
16 한우리 독서논술 인문교양 어린이
17 사고력 쑥쑥! 주산&암산 인문교양 어린이
18 머리가 좋아지는 바둑 인문교양 어린이
19 Reading&Thinking 인문교양 어린이
20 리틀다빈치 미술교실(B) 문화예술 어린이
21 파워점핑음악줄넘기 인문교양 어린이
22 키즈 K-POP댄스 인문교양 어린이
23 만들기와 함께하는 시대별 역사 인문교양 어린이
24 만들면서 배우는 인물역사 인문교양 어린이
25 책이랑 보드게임이랑 인문교양 성인
26 초등수학지도사 자격증반 직업능력향상 성인
27 엄마표 영어독서지도사 자격증반 직업능력향상 성인
28 자신만만 해외여행 영어회화 인문교양 성인
29 아날로그 감성메신저, 캘리그라피 문화예술 성인
30 붓으로 그리는 감성 수채화 문화예술 성인
31 큐브지도사 자격증반 직업능력향상 성인
32 바리스타 자격증반(고급, 기본) 직업능력향상 성인

암사도서관 1 친구랑 영어동화 놀이터(A반) 인문교양 어린이
2 친구량 영어동화 놀이터(B반) 인문교양 어린이
3 창의아틀리에 독서미술교실(A반) 문화예술 어린이
4 창의아틀리에 독서미술교실(B반) 문화예술 어린이
5 EQ발달 스토리텔링 클레이아트(A반) 문화예술 어린이
6 EQ발달 스토리텔링 클레이아트(B반) 문화예술 어린이
7 이화YSM 유아영어발레(A반) 인문교양 어린이
8 이화YSM 유아영어발레(B반) 인문교양 어린이
9 똑똑한 어린이 급수 종이접기 인문교양 어린이
10 FunFun 몰펀! 창의과학교육(A반) 인문교양 어린이
11 FunFun 몰펀! 창의과학교육(B반) 인문교양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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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니하오! 원어민 중국어교실 인문교양 어린이
13 교구로 배우는 체험수학 인문교양 어린이
14 창의사고력 팩토수학 인문교양 어린이
15 백점 맞는 수학보드게임 인문교양 어린이
16 과학창의 버그박사 인문교양 어린이
17 창의큐브 인문교양 어린이
18 도레미 성악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19 생각하는 초등미술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20 키가 쑥쑥! 신나는 음악줄넘기 문화예술 어린이
21 그래 그래! 바둑교실 인문교양 어린이
22 글로벌 두뇌개발, 체스교실(A반) 인문교양 어린이
23 글로벌 두뇌개발, 체스교실(B반) 인문교양 어린이
24 글로벌 두뇌개발, 체스교실(C반) 인문교양 어린이
25 역사 속 인물이야기 인문교양 어린이
26 한국사 완전정복(초급반) 인문교양 어린이
27 펀잉글리시 초등영어회화 인문교양 어린이
28 어린이 한자급수 대비반 인문교양 어린이
29 초등 명화감상 문화예술 어린이
30 세계지리, 역사, 문화이야기 인문교양 어린이
31 중등 실전논술교실 인문교양 청소년
32 한국사 완전정복(중급반) 인문교양 청소년
33 엄마표 영어부모 코칭 인문교양 성인
34 톡톡 잉글리시 생활영어 인문교양 성인
35 프랑스 자수&퀼트 문화예술 성인
36 처음 만나는 프랑스 자수 문화예술 성인
37 글씨체 공작소 캘리그래피 문화예술 성인
38 여행풍경 연필스케치 문화예술 성인
39 쉽게 따라하는 우쿨렐레(초급반) 문화예술 성인
40 쉽게 따라하는 우쿨렐레(중급반) 문화예술 성인

41
내아이를 위한 ‘역사동화 퍼즐한국사’ 

지도사 자격증반
인문교양 성인

42 영어독서지도사 자격증반 인문교양 성인
43 토탈공예지도사 자격증반 인문교양 성인
44 엄마가 배우는 일곱빛깔 무지개 인문교양 성인
45 동화구연 교구제작과 수업실제 인문교양 성인
46 서양화 기초기법 문화예술 성인
47 내 손안에 커피(초급반) 문화예술 성인
48 내 손안에 커피(중급반) 문화예술 성인
49 책놀이 지도사 3급 양성과정 인문교양 성인
50 알기쉬운 부동산경매 인문교양 성인
51 오감자극 퍼포먼스미술(A반) 인문교양 어린이
52 Jump Jump 신체놀이(A반) 인문교양 어린이
53 Jump Jump 신체놀이(B반) 인문교양 어린이
54 Jump Jump 신체놀이(C반) 인문교양 어린이
55 아트앤조이 퍼포먼스 미술(A반) 인문교양 어린이
56 아트앤조이 퍼포먼스 미술(B반) 인문교양 어린이

천호도서관 1 책놀이보드게임 학력보완 어린이
2 토탈클레이&쿠키교실A 문화예술 어린이
3 토탈클레이&쿠키교실B 문화예술 어린이
4 쿠킹 동화요리 문화예술 어린이
5 독서 창의 미술 문화예술 어린이
6 종이랑 창의력 쑥쑥 문화예술 어린이
7 키즈 펀 업:영어동화놀이A 학력보완 어린이
8 키즈 펀 업:영어동화놀이B 학력보완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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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소한 요리공방:엄마는 쉐프편 문화예술 어린이
10 우리아이 반찬 만들기 문화예술 어린이

해공도서관 1 SING SING 파닉스 기초반A 학력보완 어린이
2 SING SING 파닉스 중고급반 학력보완 어린이
3 start to read – reading class 학력보완 어린이
4 가족이 함께 배우는 우쿨렐레-기초 문화예술 통합
5 가족이 함께 배우는 우쿨렐레-중급 문화예술 통합
6 교과과정 초등창의미술(1-3학년) 문화예술 어린이
7 꿈꾸는 미술놀이 A(5-7세) 문화예술 어린이
8 꿈꾸는 미술놀이 B(5-7세) 문화예술 어린이
9 내자녀교육을 위한 한국 역사 학력보완 성인

10
누구나 쉽게하는 

손글씨POP(자격시험대비)
문화예술 성인

11 독서논술과 신문 NIE(1-2학년) 학력보완 어린이
12 똑똑한 여행을 위한 여행영어 학력보완 성인
13 리듬파워 음악줄넘기(기초~중급이하) 문화예술 통합
14 리듬파워 음악줄넘기(중급이상) 문화예술 통합
15 바른글쓰기 어린이 서예 교실 인문교양 통합
16 붓끝의 묵향 서예교실 인문교양 성인
17 색종이&클레이아트A(5-7세/목요) 문화예술 어린이
18 색종이&클레이아트B(5-7세/토요) 문화예술 어린이
19 생각이 크는! 파워스피치(1-3학년) 인문교양 어린이
20 생생 English! 기초 영어회화 Step1 학력보완 성인
21 생생 English! 기초 영어회화 Step2 학력보완 성인
22 셈이 술술 주산 암산 교실 B 학력보완 어린이
23 수납 정리 전문가 2급 인문교양 성인
24 신나는 목요 우쿨렐레 문화예술 통합
25 신나는 우주항공과학교실 학력보완 어린이
26 신나는 월요 우쿨렐레 문화예술 통합
27 쑥쑥 알게되는 세계사 학력보완 청소년
28 쑥쑥 알게되는 한국사 A(3-6학년) 학력보완 청소년
29 쑥쑥 알게되는 한국사 B(3-6학년) 학력보완 청소년
30 씽크톡 창의놀이 수학 A 학력보완 어린이
31 씽크톡 창의놀이 수학 B 학력보완 어린이
32 아름답게 쓰다, 캘리그라피 문화예술 성인
33 아름답게 쓰다, 캘리그라피-저녁반 문화예술 성인
34 어린이 바둑 교실(7세-6학년) 인문교양 통합
35 유러피안 플로리스트 문화예술 성인
36 유럽식창의과학교구 몰펀블럭(5-7세) 학력보완 어린이
37 주제중심 영어 Reading A 학력보완 통합
38 쪼개서 배우는 초등한자B(중급) 학력보완 통합
39 창의 사고력 연산 보드 게임(6-7세) 학력보완 어린이
40 창의 큐브 교실 학력보완 통합
41 창의로봇과 코딩A(초등1-6학년) 학력보완 통합
42 초등 창의 사고력 교실A(1-2학년) 학력보완 어린이
43 컬러푸드&세계요리 A 학력보완 어린이
44 키즈업펀스토리텔링 A 학력보완 어린이
45 키즈업펀스토리텔링 B 학력보완 어린이
46 키즈업펀스토리텔링 C 학력보완 어린이
47 퍼포먼스 학교 미술 문화예술 어린이
48 펀 사이언스 과학실험 A 학력보완 어린이
49 펀 사이언스 과학실험 B 학력보완 청소년
50 학부모를 위한 세계사 학력보완 성인
51 한국사능력시험대비반(4-6학년) 학력보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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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힐링스티치프랑스자수 문화예술 성인

한국시각장애인
도서관

1 고전인문학강좌 인문교양 성인

2 찾아가는이야기교실 인문교양 성인
3 찾아가는문화교실 문화예술 성인
4 가족문화탐방 문화예술 성인
5 낭독자원봉사자교육 시민참여 성인

한국점자도서관 1 행복한글쓰기 인문교양 성인
문화체육시설 강동문화원 1 강동문화대학 인문교양 성인

강동어린이회관 1 동동놀이학교 인문교양 어린이
2 요리나라 인문교양 어린이, 성인
3 방글오감놀이 인문교양 어린이, 성인
4 자연놀이터 인문교양 어린이, 성인
5 표현놀이 인문교양 어린이
6 책읽어주는작은도서관(부모와아이대상) 인문교양 어린이, 성인
7 책읽어주는작은도서관(어린이집대상) 인문교양 어린이, 성인

해공체육문화센터 1 배드민턴 문화예술 성인
2 생활요가1반 문화예술 성인
3 생활요가3반 문화예술 성인
4 생활요가4반 문화예술 성인
5 공요가체조 문화예술 성인
6 가요클리닉 문화예술 성인

강동아트센터 1 클래식인문학 인문교양 성인
2 임근준의현대미술 인문교양 성인
3 어린이발레(수요반) 문화예술 어린이
4 어린이발레(금요반) 문화예술 어린이
5 성인발레(초급) 문화예술 성인
6 성인발레(중급) 문화예술 성인
7 연극하라2017(일반) 문화예술 성인
8 연극하라2017(심화) 문화예술 성인
9 연극하라2017(직장인) 문화예술 성인
10 춤추는 엄마들(일반) 문화예술 성인
11 춤추는 엄마들(심화반) 문화예술 성인
12 담함께 타타타 문화예술 통합
13 오페라와 사랑에 빠지다 문화예술 성인

강동구민회관 1 경기민요와 가락장구A 문화예술 성인
2 교방춤 문화예술 성인
3 기타C 문화예술 성인
4 기타D 문화예술 성인
5 기타E(주말반) 문화예술 성인
6 난타(중급1) 문화예술 성인
7 난타(중급2) 문화예술 성인
8 난타(초급1) 문화예술 성인
9 난타(초급2) 문화예술 성인
10 난타(초급3) 문화예술 성인
11 남도민요와 판소리A 문화예술 성인
12 내옷만들기A 문화예술 성인
13 내옷만들기B 문화예술 성인
14 내옷만들기C 문화예술 성인
15 데생A 문화예술 성인
16 도예 문화예술 성인
17 목요난타 문화예술 성인
18 민요와 가락장구A 문화예술 성인
19 보테니컬아트 A 문화예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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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테니컬아트 B 문화예술 성인
21 사군자 화조화 A 문화예술 성인
22 사군자 화조화 B 문화예술 성인
23 사주명리학&관상 인문교양 성인
24 색소폰 문화예술 성인
25 생활한복 문화예술 성인
26 서예A 문화예술 성인
27 서예B 문화예술 성인
28 선교무용(초중급) 문화예술 성인
29 성악교실 문화예술 성인
30 소품및내옷만들기 A 문화예술 성인
31 손창수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32 쉽게배우는 부동산 경매A 인문교양 성인
33 스마트폰 영상제작 문화예술 성인
34 신비한 타로와 사주팔자 인문교양 성인
35 아크릴 및 수채화 A 문화예술 성인
36 영어회화(스텝1) 인문교양 성인
37 영어회화(스텝2) 인문교양 성인
38 영어회화(스텝3) 인문교양 성인
39 예쁜글씨 POP A 문화예술 성인
40 오카리나 A 문화예술 성인
41 올드팝송 문화예술 성인
42 요리교실 목요 10시 문화예술 성인
43 요리교실 월요 10시 문화예술 성인
44 원어민중국어(왕초보) 인문교양 성인
45 원어민중국어(중급1) 인문교양 성인
46 원어민중국어(중급2) 인문교양 성인
47 유화A 문화예술 성인
48 전통명리학과 손급 인문교양 성인
49 전통의상만들기(중급) 문화예술 성인
50 전통의상만들기(초급) 문화예술 성인
51 조성희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52 주산암산A 인문교양 어린이
53 주산암산B 인문교양 어린이
54 진도북춤 문화예술 성인
55 채용화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56 초보자를 위한 내옷만들기 D 문화예술 성인
57 캘리그라피 문화예술 성인
58 통기타(초급) 문화예술 성인
59 통기타(중급) 문화예술 성인
60 풍물(초급) 문화예술 성인
61 풍물(중급) 문화예술 성인
62 프랑스자수 문화예술 성인
63 하모니카(초급반) 문화예술 성인
64 하모니카(중급반) 문화예술 성인
65 한국무용(초급) A 문화예술 성인
66 한국무용(초급) B 문화예술 성인
67 한국무용(중급) 문화예술 성인
68 한국화(산수화) A 문화예술 성인
69 한국화(산수화) B 문화예술 성인
70 한글서예 문화예술 성인

온조대왕문화체육관 1 탁구 문화예술 성인
2 배드민턴 문화예술 성인
3 인라인(성인) 문화예술 성인



108

\ 기관 구분 기관명 연번 프로그램명 주제구분 수요대상
4 인라인(어린이) 문화예술 어린이
5 가족 인라인 문화예술 성인
6 탄력S라인 문화예술 성인
7 필라테스 문화예술 성인
8 요가 문화예술 성인
9 정통요가 문화예술 성인
10 공요가 문화예술 성인
11 농구(성인) 문화예술 성인
12 농구(어린이) 문화예술 어린이
13 SNPE 바른자세 문화예술 성인
14 다이어트 파워줌바 문화예술 성인
15 에어로빅 문화예술 성인
16 다이나믹댄스로빅 문화예술 성인
17 건강댄스 문화예술 성인
18 재즈댄스 문화예술 성인
19 재즈 스트레칭 문화예술 성인
20 라인댄스 문화예술 성인
21 야구 문화예술 어린이
22 골프 문화예술 어린이
23 축구 문화예술 어린이
24 음악줄넘기 문화예술 어린이
25 어린이배드민턴 문화예술 어린이
26 발레 문화예술 어린이
27 방송댄스 문화예술 성인
28 민요 문화예술 성인
29 서예 문화예술 성인
30 사물놀이 문화예술 성인
31 장구 문화예술 성인
32 연필스케치 문화예술 성인
33 우크렐라 문화예술 성인
34 통키타 문화예술 성인
35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36 한자속독 인문교양 어린이
37 주산 인문교양 어린이
38 스피치 인문교양 어린이
39 드럼 문화예술 성인
40 수영(성인) 문화예술 성인
41 수영(어린이) 문화예술 어린이
42 아쿠아 문화예술 성인
43 스피닝 문화예술 성인
44 K-POP 방송댄스 문화예술 어린이
45 다빈치미술 문화예술 어린이
46 헬스 문화예술 성인

청소년시설
강동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 미술치료 문화예술 청소년

2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인문교양 청소년
강동청소년수련관 1 만화그리기 문화예술 청소년

2 신나는미술여행 문화예술 어린이
3 초등미술여행 문화예술 청소년
4 실기만점미술 문화예술 청소년
5 수리셈쏙쏙주산암산 문화예술 청소년
6 Junior English 문화예술 청소년
7 오감만족요리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8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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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목 드럼교실 문화예술 청소년
10 (월목)드럼교실 문화예술 청소년
11 바이올린 문화예술 청소년
12 피아노(주3회) 문화예술 청소년
13 피아노(주2회) 문화예술 청소년
14 성인피아노 문화예술 성인
15 주말피아노 문화예술 통합
16 토요드럼교실 문화예술 통합
17 집중력쑥쑥바둑교실 문화예술 청소년
18 종이로배우는수학도형 문화예술 어린이
19 커피로스팅&핸드드립 직업능력향상 성인
20 바리스타&라떼아트 직업능력향상 성인
21 놀이발레 문화예술 어린이
22 대한검도교실 문화예술 통합
23 소도구필라테스 문화예술 성인
24 키쑥쑥필라테스 문화예술 청소년
25 화/목 방송댄스 문화예술 청소년
26 토 방송댄스 문화예술 청소년
27 음악줄넘기 문화예술 청소년
28 리듬체조 문화예술 어린이
29 키크기농구교실 문화예술 청소년
30 줌바피트니스 문화예술 성인
31 파워줌바피트니스 문화예술 성인
32 k-pop댄스 문화예술 통합
33 탁구교실 문화예술 통합
34 토요놀이발레 문화예술 어린이
35 인라인교실 문화예술 청소년
36 유아슛돌이 문화예술 어린이
37 SNPE바른자세운동 문화예술 통합
38 스피닝클럽(주2회) 문화예술 통합
39 스피닝스피드(주3회) 문화예술 통합
40 스피닝올림픽(주5회) 문화예술 통합

복지관 구립해공노인복지관 1 경기민요 문화예술 노인
2 동화구연 인문교양 노인
3 웃음건강체조 문화예술 노인
4 풍선의달인2(초급/중급) 문화예술 노인
5 근력강화스트레칭 시민참여 노인
6 혈액순환스트레칭 문화예술 노인
7 가요교실 문화예술 노인
8 건강댄스(초급) 문화예술 노인
9 건강댄스(중급) 문화예술 노인
10 라인댄스(월) 문화예술 노인
11 라인댄스(목) 문화예술 노인
12 문해교실(초급) 성인기초-문자해득 노인
13 문해교실(중급) 성인기초-문자해득 노인
14 하모니카(초급) 문화예술 노인
15 하모니카(중급) 문화예술 노인
16 영어회화 성인기초-문자해득 노인
17 요가(월) 문화예술 노인
18 요가(목) 문화예술 노인
19 우리춤체조 문화예술 노인
20 탁구 문화예술 노인
21 한글서예(월) 문화예술 노인
22 한글서예(수) 문화예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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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문서예(수) 문화예술 노인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1 근력스트레칭 문화예술 노인
2 국선도 문화예술 노인
3 단전호흡 문화예술 노인
4 걷기운동 문화예술 노인
5 태권도 문화예술 노인
6 우리춤체조 문화예술 노인
7 우리민요춤 문화예술 노인
8 힐링요가 문화예술 노인
9 영어 인문교양 노인
10 교양과문예창작 인문교양 노인
11 명심보감&논어 인문교양 노인
12 컴퓨터 성인기초-문자해득 노인
13 스마트폰 성인기초-문자해득 노인
14 기타교실 문화예술 노인
15 오카리나 문화예술 노인
16 아코디언 문화예술 노인
17 오복북춤난타 문화예술 노인
18 가락장구 문화예술 노인
19 전통장단반 문화예술 노인
20 풍물 문화예술 노인
21 하모니카 문화예술 노인
22 라인댄스 문화예술 노인
23 사교댄스 문화예술 노인
24 차밍댄스 문화예술 노인
25 포크댄스 문화예술 노인
26 수채화 문화예술 노인
27 사군자 문화예술 노인
28 한국화 문화예술 노인
29 엽서그림그리기 문화예술 노인
30 한글서예 문화예술 노인
31 한문서예 문화예술 노인
32 꽃꽂이 문화예술 노인
33 탁구 문화예술 노인
34 태극권 문화예술 노인
35 스위시 기초 문화예술 노인
36 실용일어 인문교양 노인
37 중국어초급 인문교양 노인
38 한국무용 문화예술 노인
39 경기민요교실 문화예술 노인
40 발건강탭댄스 문화예술 노인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1 댄스스포츠 문화예술 노인
2 라인댄스 문화예술 노인
3 민속체조 문화예술 노인
4 밴드스트레칭 문화예술 노인
5 웰리스체조 문화예술 노인
6 재즈댄스 문화예술 노인
7 포크댄스 문화예술 노인
8 한국무용 문화예술 노인
9 만돌린 문화예술 노인
10 오카리나 문화예술 노인
11 통기타 문화예술 노인
12 하모니카 문화예술 노인
13 합창 문화예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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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화구연 문화예술 노인
15 마술교실 문화예술 노인
16 생활수지침 문화예술 노인
17 창작사진반 문화예술 노인
18 풍선아트 문화예술 노인
19 문인화 문화예술 노인
20 한글서예 문화예술 노인
21 한문서예 문화예술 노인
22 연극 문화예술 노인
23 전통놀이 문화예술 노인
24 명심보감 인문교양 노인
25 문예창작 인문교양 노인
26 생활영어회화 인문교양 노인
27 생활중국어 인문교양 노인
28 영어문법 인문교양 노인
29 영어팝송 인문교양 노인
30 인문학 인문교양 노인
31 일본어 인문교양 노인
32 스마트폰 인문교양 노인
33 컴퓨터 인문교양 노인
34 사진동영상편집 인문교양 노인
35 스위시 인문교양 노인
36 한글문서,엑셀 인문교양 노인
37 선배시민학교 시민참여 노인
38 시니어리더아카데미 시민참여 노인
39 인문학으로 인생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시민참여 노인

강동종합사회복지관 1 한글교실(초급반) 성인기초-문자해득 노인
2 한글교실(상급반) 성인기초-문자해득 노인
3 장구교실 문화예술 노인
4 한국무용교실 문화예술 노인
5 민요교실 문화예술 노인
6 컴퓨터교실 문화예술 노인
7 사교댄스교실 문화예술 노인
8 신바람풍물놀이단 문화예술 노인
9 탁구교실 문화예술 노인
10 노래교실 문화예술 노인
11 어르신 영화상영 문화예술 노인
12 성인영어(기초반) 인문교양 노인
13 성인영어(회화반) 인문교양 노인
14 제과제빵(취미반) 인문교양 성인
15 미용기능사(초급반) 인문교양 성인
16 미용기능사(연구반) 인문교양 성인
17 아동피아노교실 인문교양 어린이
18 성인피아노교실 인문교양 성인

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 1 기초반(Window10,인터넷,한글2010) 직업능력향상 성인
2 엑셀&파워포인트반(엑셀,파워포인트2010) 직업능력향상 성인
3 스마트디바이스A반(스마트폰,블로그) 직업능력향상 성인
4 스마트디바이스B반(스마트폰,블로그) 직업능력향상 성인
5 청소년반(ITQ파워포인트)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6 경진대비반(문서작성,정보검색)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7 ITQ한글반(한글문서 작성)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8 연필스케치 문화예술 청소년
9 토탈공예 문화예술 성인
10 생활국어 성인기초-문자해득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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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초영어 성인기초-문자해득 통합
12 생활공예 문화예술 통합
13 원예강좌 문화예술 통합
14 수필교실 인문교양 통합
15 서예교실 인문교양 통합
16 노래교실 문화예술 통합
17 미용교실 문화예술 통합
18 스누젤렌 요가 문화예술 통합
19 겨울 계절학교 문화예술 청소년
20 여름 계절학교 문화예술 청소년
21 원예 프로그램 문화예술 청소년
22 한국무용 프로그램 문화예술 청소년
23 난타 프로그램 문화예술 청소년
24 방송댄스 프로그램 문화예술 청소년
25 봄방학 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예술 청소년
26 그림책읽기 프로그램 문화예술 청소년
27 성인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예술 성인

성분도복지관 1 생활문화강의 성인기초-문자해득 성인
2 직업강의 직업능력향상 성인
3 공통학부강의 인문교양 성인
4 문화예술강의 문화예술 성인
5 스포츠여가강의 시민참여 성인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1 노인대학-사물놀이교실 문화예술 성인
2 노인대학-요가교실 문화예술 성인
3 노인대학-한국무용교실 문화예술 성인
4 문화대학-국악교실 문화예술 성인
5 문화대학-민요교실 문화예술 성인
6 여성대학-천연화장품DIY교실 문화예술 성인
7 여성대학-비즈공예교실 문화예술 성인
8 여성대학-손뜨개교실 문화예술 성인
9 여성대학-힐링요가교실 문화예술 성인
10 여성대학-일반교양강좌 인문교양 성인
11 여성대학-토탈공예교실 문화예술 성인
12 노래교실 문화예술 성인
13 장생바둑교실 문화예술 성인
14 도예교실 문화예술 성인
15 뷰티스쿨 문화예술 성인
16 건강교실 인문교양 성인
17 문화공연 문화예술 성인
18 해피패밀리데이 문화예술 성인
19 내일을만드는행복한문화인 문화예술 성인
20 힐링댄스 문화예술 성인
21 댄스스포츠교실 문화예술 성인
22 원예교실 문화예술 성인
23 사물놀이동아리특강 문화예술 성인
24 댄스동아리 문화예술 성인
25 전화영어 인문교양 성인
26 전화일본어 인문교양 성인
27 영어동아리 인문교양 성인
28 일본어동아리 인문교양 성인
29 체능교실 문화예술 청소년
30 골볼교실 문화예술 성인
31 장애아동수영교실 문화예술 청소년
32 컴퓨터첫걸음 인문교양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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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워드프로세서활용 인문교양 성인
34 스마트폰입문 인문교양 성인
35 스마트폰활용 인문교양 성인
36 컴퓨터관리 인문교양 성인
37 윈도우활용 인문교양 성인
38 아이폰입문 인문교양 성인
39 아이폰활용 인문교양 성인
40 정보화특강 인문교양 성인
41 모바일특강 인문교양 성인
42 텔넷활용 인문교양 성인
43 멀티미디어강좌 인문교양 성인
44 인터넷활용 인문교양 성인
45 모바일도서관활용 인문교양 성인
46 온라인도서관활용 인문교양 성인
47 모바일SNS활용 인문교양 성인
48 OA활용 인문교양 성인

성내종합사회복지관 1 사교댄스 문화예술 노인
2 건강요가 문화예술 노인
3 춤체조 문화예술 노인
4 웃음운동 문화예술 노인
5 노래교실 문화예술 노인
6 라인댄스 문화예술 노인
7 실버요가 문화예술 노인
8 라틴댄스 문화예술 노인
9 하모니카 문화예술 노인
10 한글교실 성인기초-문자해득 노인
11 한문교실 성인기초-문자해득 노인
12 영어회화 성인기초-문자해득 노인
13 소잉(홈패션) 문화예술 성인
14 기타교실 문화예술 성인
15 피아노교실 문화예술 성인
16 미술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17 발레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18 종이접기&클레이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19 피아노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20 방송댄스 문화예술 어린이
21 언어치료 학력보완 어린이
22 인지치료 학력보완 어린이
23 특수체육치료 학력보완 어린이
24 미술치료 학력보완 어린이
25 감각통합치료 학력보완 어린이
26 놀이치료 학력보완 어린이
27 연극치료 학력보완 어린이

직업훈련시설 에듀윌부동산학원(천호) 1 부동산 직업능력향상 성인
에꼴드쉐프제과제빵학원 1 제과제빵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2 제과제빵(정규반) 직업능력향상 성인
3 취미반 직업능력향상 성인
4 주말반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5 데코레이션반 직업능력향상 성인
6 천연발효빵만 직업능력향상 성인
7 식빵마스터(평일) 직업능력향상 성인
8 식빵마스터(주말) 직업능력향상 성인
9 디저트마스터 직업능력향상 성인

열쇠직업학원 1 열쇠직업교육 직업능력향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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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아름다운사람들미용학원 1 미용사 직업능력향상 성인

㈜대신기술능력개발평생교육원 1 네트워크운영관리양성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2 IT시스템관리자양성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3 전기공사실무자양성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MBC아카데미뷰티스쿨 1 메이크업 Lv.1 직업능력향상 성인
2 메이크업 Lv.2 직업능력향상 성인
3 메이크업 Lv.3 직업능력향상 성인
4 챠밍 메이크업 직업능력향상 성인
5 뷰티 일러스트 직업능력향상 성인
6 Lv.1 네일테크닉 직업능력향상 성인
7 Lv. 네일아트 직업능력향상 성인
8 Lv.3 드릴 샬롱웍 직업능력향상 성인
9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직업능력향상 성인
10 피부고급 살롱반 직업능력향상 성인
11 미용사(일반)국가자격증 직업능력향상 성인
12 헤어 연구반 직업능력향상 성인
13 헤어 업스타일 직업능력향상 성인
14 헤어컷트 전문반 직업능력향상 성인
15 속눈썹 연장 직업능력향상 성인
16 왁싱 직업능력향상 성인
17 발관리 직업능력향상 성인
18 뷰티 밸런스 직업능력향상 성인
19 오브제 직업능력향상 성인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1 블로그마케팅 직업능력향상 성인
2 바리스타 직업능력향상 성인
3 홈스타일라떼아트 인문교양 성인

4
캘리그래피-나만의 프로필, 핸드폰 

배경화면 만들기
인문교양 성인

5 카페창업1일특강 직업능력향상 성인
6 내 몸에 좋은 면 생리대 만들기 인문교양 청소년
7 나도 파워블로거-블로그, 인스타그램 직업능력향상 성인
8 베이비시터양성자격증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9 3D스팀펜 직업능력향상 성인
10 실용사주명리학맛보기1일특강 인문교양 성인
11 실용사주명리학맛보기1일특강 인문교양 성인
12 준오헤어와함께하는우리아이헤어컷 직업능력향상 성인
13 산모신생아관리사양성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14 실무적용엑셀 직업능력향상 성인
15 실용사주명리학 인문교양 성인
16 전통놀이지도사자격증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17
봄향기가득한플라워클래스맛보기

1일특강
인문교양 성인

18 천연화장품만들기맛보기1일특강 인문교양 성인
19 엑셀 직업능력향상 성인
20 컴퓨터&한글 직업능력향상 성인
21 실무적용엑셀 직업능력향상 성인
22 전래놀이지도사2급자격증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23 전래놀이지도사3급자격증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24 정리수납전문가2급자격증 직업능력향상 성인
25 컴퓨터활용능력2급실기 직업능력향상 성인
26 창의적놀이수학지도사1일특강 직업능력향상 성인
27 홈스타일핸드드립 인문교양 성인
28 컴퓨터디자인(포토샵+일러스트) 직업능력향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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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로스팅베이직&커피바리스타 

실무양성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30 기업ERP활용 회계전문가 양성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31 반려동물테크니션 직업능력향상 성인
32 4차산업 주도형 3D프린터 강사 양성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33
세무사협회 연계형 노무관리 

전산회계사무원
직업능력향상 성인

34 기업맞춤형 경리회계실무원 직업능력향상 성인
35 미래인재육성 SW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36 현장맞춤형 경리회계실무 직업능력향상 성인

37
4차산업혁명 가상현실(VR)교육강사 

양성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38 4차산업 대비 빅데이터 분석가 교육 직업능력향상 성인
쉬즈네일미용학원 1 네일아트국가자격증 직업능력향상 성인
동서울본간호학원 1 간호조무사자격증취득과정 직업능력향상 통합

2 간호조무사자격증취득과정 직업능력향상 통합
3 간호조무사자격증취득과정 직업능력향상 통합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1 관광조리 직업능력향상 통합
2 전기계측제어 직업능력향상 통합
3 특수용접 직업능력향상 통합
4 컴퓨터광고디자인 직업능력향상 통합
5 ICT서버보안 직업능력향상 통합
6 건물보수 직업능력향상 통합
7 건축인테리어 직업능력향상 통합
8 관광조리 직업능력향상 통합
9 그린카정비 직업능력향상 통합
10 디저트브런치 직업능력향상 통합
11 스마트웹디자인 직업능력향상 통합
12 에너지진단설비 직업능력향상 통합
13 웹표준코딩 직업능력향상 통합
14 의상디자인 직업능력향상 통합
15 전기공사 직업능력향상 통합
16 조경관리 직업능력향상 통합
17 특수용접 직업능력향상 통합
18 가구디자인 직업능력향상 통합
19 건물보수 직업능력향상 통합
20 글로벌한식 직업능력향상 통합
21 IT융합기계 직업능력향상 통합
22 패션산업디자인 직업능력향상 통합
23 현대건축시공 직업능력향상 통합
24 3D프린팅융합디자인 직업능력향상 통합

신세계간호학원(천호캠퍼스) 1 간호조무사양성 직업능력향상 성인
종로간호학원 1 간호조무 직업능력향상 성인

기타 강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기능적읽기 성인기초-문자해득 성인
2 정보화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성인
3 AAC 성인기초-문자해득 성인
4 기초작업 직업능력향상 성인
5 직업소양 직업능력향상 성인
6 인지활동 직업능력향상 성인
7 여가활동 문화예술 성인
8 재활스포츠 문화예술 성인
9 미술치료 문화예술 성인
10 음악치료 문화예술 성인
11 태권도 문화예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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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OP 문화예술 성인
13 심리운동 문화예술 성인
14 건강한생활 인문교양 성인
15 일상생활훈련 인문교양 성인
16 사회기술 인문교양 성인
17 자기보호역량 인문교양 성인
18 창의탐구 인문교양 성인
19 Basic English 인문교양 성인
20 스트레스완화 인문교양 성인
21 자기결정 시민참여 성인
22 지역사회활동 시민참여 성인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1 리듬체조 문화예술 어린이
2 인라인(소그룹)평일 문화예술 어린이
3 인라인(소그룹)주말 문화예술 어린이
4 인라인(단체)평일 문화예술 어린이
5 인라인(단체)주말 문화예술 어린이
6 줄넘기(평일) 문화예술 어린이
7 줄넘기(주말) 문화예술 어린이
8 키즈복싱(평일) 문화예술 어린이
9 키즈복싱(주말) 문화예술 어린이
10 키크는 요가 문화예술 어린이
11 야구교실(티볼) 문화예술 어린이
12 매직 테니스 문화예술 어린이
13 플라잉요가(초급) 문화예술 어린이
14 플라잉요가(중급)B 문화예술 어린이
15 플라잉요가(중급)C 문화예술 어린이
16 방송댄스 문화예술 어린이
17 유아발레(초급) 문화예술 어린이
18 유아발레(중급) 문화예술 어린이
19 에너자이징요가 문화예술 성인
20 멀티요가 문화예술 성인
21 플라잉요가(성인) 문화예술 성인
22 SNPE바른자세운동A 문화예술 성인
23 SNPE바른자세운동B 문화예술 성인
24 필록싱 문화예술 성인
25 근력강화트레이닝 문화예술 성인
26 필라테스 문화예술 성인
27 필라테스요가 문화예술 성인
28 뮤직복싱 문화예술 성인
29 파워필라테스 문화예술 성인
30 재즈스트레칭 문화예술 성인
31 재즈워킹 문화예술 성인
32 줌바A 문화예술 성인
33 줌바B,C 문화예술 성인
34 토닝줌바 문화예술 성인
35 발레피트니스 문화예술 성인
36 탭댄스 문화예술 성인
37 라인댄스A 문화예술 성인
38 라인댄스B 문화예술 성인
39 성인발레 문화예술 성인
40 재즈댄스 문화예술 성인
41 유아어린이수영A 문화예술 어린이
42 유아어린이수영B 문화예술 어린이
43 유아수영 문화예술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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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어린이수영15A 문화예술 어린이
45 어린이수영16B 문화예술 어린이
46 어린이수영17A 문화예술 어린이
47 어린이수영17B 문화예술 어린이
48 소그룹레슨(주3회) 문화예술 어린이
49 소그룹레슨(주2회) 문화예술 어린이
50 여성수영교실(주3회) 문화예술 성인
51 여성수영교실(주2회) 문화예술 성인
52 직장인수영교실(주3회) 문화예술 성인
53 직장인수영교실(주2회) 문화예술 성인
54 아쿠아피트니스 문화예술 성인
55 주말어린이수영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56 주말소그룹레슨 문화예술 어린이

강동야간학교 1 성인문해(새싹반) 성인기초-문자해득 성인
2 성인문해(지혜반) 학력보완 성인
3 성인문해(가람반) 학력보완 성인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센터 1 다양한 가족학습지원 멘토링(2017) 학력보완 청소년
2 다양한 가족학습지원 멘토링(2018) 학력보완 청소년
3 모두가족품앗이(2017) 인문교양 가족 단위
4 가족품앗이(2018) 인문교양 가족 단위
5 공동육아나눔터 인문교양 가족 단위
6 딩동댕피아노교실(2017) 문화예술 가족 단위
7 다문화이해교육 인문교양 성인
8 함께 아름다운 모두가족 봉사단1기 시민참여 가족 단위
9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자리(2017) 직업능력향상 성인

10
2017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일하는 
엄마,아빠 행복한 일가정 균형잡기

인문교양 통합

11 토요돌봄-신나는 토요일 문화예술 어린이
12 아빠랑 나랑놀이(2017) 인문교양 성인
13 다행복커뮤니티 문화예술 성인
14 이웃나라언어학교(2017) 인문교양 어린이
15 청소년자조모임-국제청소년청취포상제 문화예술 청소년
16 아빠랑 함께하는 가족돌봄 인문교양 가족 단위

17
다문화 예비맘의 ONESTOP 

건강교실(2017)
인문교양 성인

18
아이를 위한 엄마들의 일곱빛깔 

이야기 활동
직업능력향상 성인

19
다문화가족ITQ엑셀2010 

자격증과정(2017)
직업능력향상 성인

20 자녀돌봄지원-신나는 자녀돌봄 문화예술 어린이
21 엄마랑 아가랑 힐링음악교실 인문교양 가족 단위
22 언어두개, 행복 두 배 인문교양 성인

23
강동구새마을 부녀회와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일촌맺기
문화예술 성인

24 서울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2017) 인문교양 성인
25 오감발달 놀이야 인문교양 가족단위

26
통통가족쉼터-엄마의 마음이 

통통해지는 소리
인문교양 성인

27 다문화자녀돌봄학교 인문교양 가족 단위

28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시민참여 성인

29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뻔하게 

통하는 자녀성장학교
인문교양 어린이

30 여름철 건강관리법과 여름용품 사용법 교육 인문교양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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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문화가족 ITQ파워포인트 

2010자격증과정
직업능력향상 성인

32
2017 부모역량교육-함께 어우러지는 

하모니 프로젝트
인문교양 성인

33 2017변호사와 함께하는 희망캠프 인문교양 청소년
34 다문화이해교육-뭔?나라!이웃나라! 인문교양 가족 단위
35 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패키지-이심전심 직업능력향상 성인

36
부자유친프로그램-아빠랑 나랑 

건축학교 놀이(2017)
인문교양 가족 단위

37 아빠손잡고 통통놀이터 인문교양 가족 단위
38 모아애착놀이 인문교양 가족 단위
39 서울시 예비부부교육(2017) 인문교양 성인
40 통통가족쉽터-통통튀는 가족한마당 인문교양 가족 단위

41
소통을 위한 열린마루-가족이 아름다운 

강동
시민참여 성인

42 상담사 역량강화교육 직업능력향상 성인
43 괜찮을 일자리를 향한 첫단계 직업능력향상 성인

44
예비학부모교육-엄마아빠도 학부모는 

처음이야
인문교양 성인

45 우리손주를 위한 명품육아교실 인문교양 어르신
46 2017 아버지 자녀 게임소통 교육 인문교양 가족 단위
47 아름다운 나의 중장년기 인문교양 성인

48
서울시 특화 한부모 집단상담-우리가족 

마음미술관
인문교양 가족 단위

49 가족행복만들기 인문교양 성인
50 딩동댕피아노교실(2018) 문화예술 가족 단위
51 뭔나라 이웃나라 인문교양 가족 단위
52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취업교육 직업능력향상 성인
5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018) 직업능력향상 성인
54 이웃나라언어학교(2018) 인문교양 가족 단위

55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우리아이마음

열기
인문교양 어린이

56 예비부부 인문교양 성인
57 가족봉사단 시민참여 가족 단위
58 다문화가족 자녀 축구교실 문화예술 어린이
59 무대에서 말해요 인문교양 성인
60 핸드드립 커피교실 문화예술 성인
61 공동육아나눔터 인문교양 가족 단위
62 랑랑전래놀이 직업능력향상 성인
63 2018 가족어울림 학교 인문교양 가족 단위
64 강동국악누리 문화예술 성인
65 아버지교실 인문교양 가족 단위
66 패밀리셰프 인문교양 가족 단위
67 중장년기 가족교육 인문교양 성인
68 예비 학부모교육 인문교양 가족 단위
69 다문화 예비맘 원스탑 건강교실(2018) 인문교양 성인
70 토토즐 자녀돌봄 인문교양 어린이
71 토토즐 부모특강 인문교양 성인
72 전통시장 가는날 시민참여 성인
73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인문교양 성인
74 다문화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성인

75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신기한 

엄마나라 말놀이
인문교양 가족 단위

76 아빠랑 나랑 놀이(2018) 인문교양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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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아빠랑 함께하는 가족돌봄 인문교양 가족 단위

78
건국대학교와 함께하는 강동 WE인문 

독서멘토링
인문교양 가족 단위

79 결혼이민자 취업사업-취업연계 직업능력향상 성인
80 한국어 교육(2017) 성인기초-문자해득 성인
81 한국어 교육(2018) 성인기초-문자해득 성인
82 방문교육(2017) 학력보완 가족 단위
83 방문교육(2018) 학력보완 가족 단위

강동구청정보화교육장 1 정보화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통합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1 중학생 자기주도학습캠프 학력보완 청소년

2 초등 자기주도학습캠프 학력보완 어린이
3 창의 코딩교실 학력보완 청소년
4 나도 로봇메이커 학력보완 청소년
5 공부습관 프로젝트 학력보완 청소년
6 나의 꿈을 찾아가는 여행 학력보완 어린이
7 마인드맵 학습하기 학력보완 어린이
8 인문고전 독서 학력보완 어린이
9 대입 지원전략 및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법 시민참여 성인
10 코딩교육 학부모 특강 시민참여 성인
11 진로 및 리더십 교육 학력보완 청소년
12 세계시민교육 학력보완 청소년
13 발표력향상 논리스피치 학력보완 청소년
14 문화예술진로 체험교실 학력보완 청소년
15 기업가정신 교육 학력보완 청소년
16 찾아가는 전공체험특강 학력보완 청소년
17 고교대학 연계 로봇교실 학력보완 청소년
18 코딩교육 학력보완 청소년
19 자기주도학습 교육 학력보완 청소년
20 강동에듀맘포럼 시민참여 성인
21 멘토스쿨 학력보완 청소년
22 대학 입시전망 및 전략설명회 시민참여 통합
23 찾아가는 대학생 전공 설명회 전진탐험 인문교양 청소년
24 학교로 찾아가는 가상재난 안전체험학교 인문교양 통합

강동구 보건소 1 출산준비교실 인문교양 성인
2 모유수유교실 인문교양 성인
3 사랑의 아기마사지 인문교양 성인
4 오감발달놀이 인문교양 성인
5 모아애착놀이 문화예술 성인
6 사회성증진프로그램 시민참여 성인
7 아이클레이교실 문화예술 성인
8 요리교실 문화예술 성인
9 팝업북교실 문화예술 성인
10 과학교실 문화예술 성인
11 모유수유클리닉 인문교양 성인
12 조부모의 행복한 육아교실 인문교양 성인
13 다문화예비맘의 onestop 건강교실 인문교양 성인
14 부부분만체조교실 인문교양 성인
15 난임부부교실 인문교양 성인
16 자살예방지킴이교육 시민참여 통합
17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시민참여 청소년
18 어르신 생명존중교육 시민참여 어르신
19 싱겁게먹기체험단 인문교양 성인
20 아빠의 식탁 쿠킹클래스 인문교양 성인
21 혼밥영양관리 인문교양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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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린이 건강동산체험관 운영 인문교양 청소년
23 아토피피부염 전문의 강좌 인문교양 성인
24 고혈압·당뇨병 관리교실 인문교양 성인
25 열린보건소 응급처치교육 시민참여 통합
26 토요가족 구강건강교실 인문교양 가족단위

강동구자원봉사센터 1 은퇴자 자원봉사학교 인문교양 성인
2 자원봉사 첫걸음 교육 인문교양 성인
3 자원봉사 성장교육 인문교양 성인
4 오카리나 교육 인문교양 성인
5 얘들아 놀자 봉사단 교육 인문교양 성인
6 종이접기 인문교양 성인
7 페이스페인팅 인문교양 성인
8 정리수납 인문교양 성인
9 수요처 관리자 교육 인문교양 성인
10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인문교양 청소년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1 스타게이트 진로학교(1학년)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2 스타게이트 진로학교(2학년)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3 VR미래체험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4 메이커 진로체험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5 드리머스 진로콘서트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6 진로콘서트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7 스포츠클라이밍 진로체험교실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8 직업체험사전사후교육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9 진로강점진단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10 창의진로학교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11 토요직업체험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12 현장직업체험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13 상상팡팡 진로위크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14 두레상담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15 진로별자리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16 드림러닝 선택프로그램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17 상상팡팡 진로동아리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18 글로벌진로어학당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19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20 ONE-STOP진로진학박람회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21 강동교육박람회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22 강동선사문화축제 직업능력향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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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1. 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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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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