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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교육헌횡- 캠보‘또시-빛 보고서 작 성 

• 기존 교육 현황 건토 : 9.1-9.30 
경기도문회원연합회 

한국푼화원연.합회 
유관기관 ; 에술경영지-젠센터 등 

• 문화원 직원 대상 섬문조사 : 10.1∼11.20 
성운지 기l 넬-
파힐 렷 테스프(2가l 분-회 씬 대 상) 

싶시-(설문지 배포와 회수) 
자화-처리 &흉계 분석 
조시-파고서 적성 

• 본 보고서 작성 : 11.20∼12.15 
초인-직·성 및 수정 

저1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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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교육현황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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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기존교육현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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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 존교육현황겹토 
2. 경기꼬문화윈떤합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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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기존교육현황검토 
2. 경기도문화씬떤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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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존교육현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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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존교육현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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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존교육현황검토 
:{ . 한-국문화원연힘-회 

• 지 방문화경 영 과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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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I. 기존교육현황검토 
;{ 한-국문호l-윈띤합회 

사무국장 포럼 빛 워 크십= 

20 13 1/2*t 2012 

””” 
…
’υ”
찌
 

…”
W 

이
 

----””” ’|; 

‘ e “ ’---
VAIUFGRAN‘ 13 

l. 기존교육현황검토 
:3. 한국문화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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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 존교육현황겸토 
‘1·. 유-펀-7 ] 괜-- 예술-경영지윈센더 

및 실무 교육 ; II] X1!¢j 디양한 F새갚 션분성고1· 9!우능·n 강회감 '11 한고L~r 쓸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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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교육현황검토 
5. 총협-정리오1- 개 선 밍-향 

개선방향 

)직급내의 끈푸연차1흰 차벨회

연차별로 나누어 차별화된 교육올 시행 

연차멸로 매년 반복해야 할 교육 주제볼 정립 

ex, 신입사왼 대상 • 문화원 오리엔테이션 
6년차 이상 직원 대상 샤업옹모 PPT 전문화 

기존 교육의 특성 

〕 J.iJ_육 패상이 ul 분화펌 

대개의 교육이 직원과 국장으로 나뉘어짐 

직왼 내에시 붐화가 이루어지지 않옵 

륙히 신입 사원 대상의 교육이 부족 

〕 주제와내용의 연속성 확보 

매년 반복되는 교육외에 연속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정 강의 주제 인기와 평가에 너무 좌우되지 않음 

ex, 특정 주제률 2∼3년 이어서 연속 심화 

연도빙 트렌드 주제는 별도 개발 

〕 주제외-내용의 연속성이 결여 

단발성 주제의 강의가 비교적 많음 

매년 단발적인 주제가 시행되고 끊어짐 

//// 

-
-
’-

-
-
-
-
-
-
-
ι

’
’
 

/// 

// 

] 체제화된 전문성 교육이 필요 

문화비즈니스 고도화불 우|한 교원 프료그램 개발 

〕 전푼성 ]낀다는교양수준에 u] 품 

1회성 주제와 2시간 이내 교육에 치우칭 

사례 중심으로 개괄적 수준의 지식 숭득에 머뚱 

특히 5년차 이상 직원을 위한 전문성교육이 부족 

16 V"1.UEGRA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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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저1 2부 

조사와교육욕구파악 

I.I. 조시-와 교육- 욕구 파악 
| ‘ 좌;시-의 게요-

• 조사의 대상 
경 기 또 zJ- 푼꾀윈 총사자 
국정급 이히-직 윈 

·‘·‘i ’ “’ .,- ---* “-- ... 
1.tl't•At'" “ •• ,,--, - --- ,. ‘··‘-- ,.,, ,. 

, .. , 
• 조사의 기칸 

2014. 1. 0.16∼11.20 

‘i ‘- -, ----, ‘’ ·’ ‘”‘’ 
“‘ -- --- -- “ ··“ .’‘·,. -“’‘’“’ 

• 조사-의내용 
분이-띈 지식과능럭이1 대한자체 평가 
주요 지식 분야;사무실무,교앙,소흉 능력,전문성 

교육욕구에 대한자체핑기-
분-이;별 교육 필요도에 대 헨 평 가-
교육기간 렛 ·.1 1 티 고,_육 판련 건의 시-항 

…………”” 
…
…
…
…
…
…
…
뺑
 

……………… 
…
…
…
…
…
’
…
펴
꽉
’
…
삐
…
 

; 
! • ‘ -*‘ - - ‘ 

‘l ... 

·~·· .... -‘ 1‘ · ~ .. ’‘j ‘ ?’ 
---‘’‘ ‘-- ---· l “- - ----‘ ‘ ”;IA.>f: 'f•• ti il ‘.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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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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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JL"9~~‘김합·J~잉.강’”t:W•J:..':I::•=삼·」tit/A~』L=.1m• 
/ 

IL 조사외- 교육 욕-구 파익-
I. 조시-의 기} 요 

.- 서 〕벼 = 성엄 

여성이 남성보다 9.4% 많음- 명 .‘ 
냥싱 38 45.2 

여성 46 54.8 

• 연령벨 
씬씨 84 100.0 

연엉 

20데에서 50네까지 비꼬적 그[프게 분포 밍 --
20대 17 202 

30C~ 24 28.6 

-=· ~ 二.J-1~ 40대 19 22.6 

50대 17 20.2 

간사급과 파징-급이 34.5%, 27.4%로 많은 비 중 60디l 7 8.3 

전체 84 10。。

· 근무기간 명 

직낭 

--긴샤급 29 34 5 
l년 nl 만의 근푸지가 기-장 많은 비 강L앉 차지 

다i "I흘 9 107 
전체으| 17.9% 과징급 23 274 

4년 11]1간의 근무지·7 1· 신세 gl 50%꽉 치-지 국g 20 23.8 

10년 이 성의 상/| 근속지-사 전세의 l1 ‘ 9 % 
71Ej 3 3.6 
진제 84 1。〈〉。

11.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L조사의개요 

• 성·연령·직급빛 경팩연수밸 특정 
여성온이깅감이히 맞 4.0니1 이하에서 많-~비강블 .,1-시히」L 있-a 

근.기간 

익 

--
누칙% 

1년미인 15 179 179 

1년차 9 10.7 28.6 

2년차 10 11 9 40.5 

3년차 8 9.5 500 

4연차 83 58.3 

5인차 5 6.0 64 3 

6년차 6.0 70.2 

7인차 6.0 76 2 

8연차 6.0 82.1 

9넌*‘ 3 3.6 85 7 

10인치 24 86, 

12넙치 2.4 90.5 

13인치 1.2 91.7 

15인"I 1.2 92.9 

17변~' 36 96.4 

18연*I 2.4 98.8 

25년"I 1.2 100.0 

전씨1 84 100.0 

‘ιAliJFGRAM 

낚"cl 의 ‘"ti 개근-'-7-7<1 "!이 i성균 6넌〈낀 것이ii I’1 하여 이생잔 o.48년。과샤 I.I] 」[‘i -<>.-속언수시 싣유 •'(]’lhc아〈깐수는쉰 fl i성 it 
'lioi' ‘J!.i걷-는피상으l <tl 껴l;::유연수기 9.48년으 ±;'_ 가?)깊게 나타';4' 

낭성 여성 낭성 여싱 

20대 24% 76% 간사급 27 .6~ι 72.4% 

30대 38% 63잉i 대리급 33.3°!.。 66.7% 

40C” 47% 53% 과장듭 26.1% 73.9% 
soctt 53% 47% 국장 95.0% 5 . 0~ι 

60대 100잉"' 0% 기Et 66.7% 33.3~ι 

선체 45% 55% 전체 45.2% 54 .8% 

명균엄계경력인수 
명균업계경력연수 

명균업계경력연수 

닝 6 .00 20대 2.4 1 대리Ol1't 4 .02 

여 6.48 
30대 7.92 과장 9.48 

6 .26 
40대 6 .89 국장 7. 15 

져l 
50대이상 6 .83 계 6 .26 
겨| 6 .26 

VA!.Ul.GRA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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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lI.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2. 지-선으1 능꽉 인식에 기초한 .Ji?..육욕구평가 

λ1- Cl .Al 디 」려 
r-「 2. -「 숫) - , 

속nn;샤이1 -사여한문화우| <j ~l 단건-6111 센야오- 나누이진 싸션의 사 ‘,L섣부능’셔셰 띠!헤어 문사꾸n) / ) 깐 저)9) ι1 년 띠Jc,석,•'.- 3.0어l 끈 
il 한 j연 J강수 ;;:; 또는 ;L 이 ιl .5'- "il 샤하;ι 있용 

워드나한글 용 보고용 문서 꾸미기 3.44 

어|셀율 .용한 자료 정리외 도표만률기 3 .08 

엑셀윷 힐용한 장부정리(수입α|훌굉리) 3 .02 

피워포인트문서작성 92 

파워포민트g I.'·용한 번표 스월 
%% ---’’

l’AX 
효|계 및 셰무 처리 실무늄획 

1fJO 2α1 4 00 5(,。

‘.,A‘ UEGRAM 21 

JI. 조시-와 교육 욕구 파악 
2‘자신의 능펙 인식에 기초한교육욕구-평 7)-

• 시-무실무능력 - 계충별 치-이 
싱당! 、}이 ·액신!활용:>!} §1 셰 서I) 'f- -l;~야ul) 시 여성브,-l 남싱이 ε'* 능ι1 이 우측한 샤으πC. l딩 7 i(P•.•.033, I’ -;()[)4)

면영 벗 차이 나 이가 많윤수석- 파우Llε언프 능릭 이 ',L ~';'한 씨으 -~~ i생 >I· 샘(P=.059) 

‘1’ t:· --기1시인 유"'」c-r.·‘S 냐~1·'11' '1 ‘•].91 {! ? 1.(~l'.’! ι사씨 장우. 5.Q~"-''l 짜안 ’!이 ’ l 니다나시 앉샌 싱 o;, •}. : L ~}이 /l 싸이아 깃 ·;'.·.9J uj 

싱영 빼싱 연링엽륙성 

액생장루징i!J 

l 닝 
l 여 

따워포인트문서 • 20<1 
• 30'~ .. ..,,, 
•• α1이싱 

효|계 및 세무처리 

200 2.33 2.~ 200 330 .。。 2.33 265 298 3 .30 

v,‘ lUF0RAM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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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조사와 교육 욕-구 파익-
2‘지-신의 능펙 인식에 기초한-교육욕구평가 

• 사무실무능력 - 제츰l렬차이 
석퓨\'! 치이 피위포인트 한용 능,~l ol] 시 r.11e 1 이하 삭 i구끈 1:j-소 사신 간응 !,L이지만 괴정 규 이 상은 능랙 1i~ '~;- ··ec .if. 헌 (P=.004) 

경 "I 인수생차이 액생지화∼싱 e1 능-ll-1, 씩생 싱..,‘- ’Jr.] 능띤, i샤워포인g 능낀 둥 3끼| 관야이l서 치이시 니타납(P=.02 1 , O〔씨, .O!’2 ) 
떼지i] 5.!. 6‘J차∼10년 정 "I 자는 3개분야 .'tL푸사신간한 .~;L이 서만, 1 0닌 ξ파 ’싱 2닌사-5년 정 ι| 사는 농냐! ‘,L축을표씬 

파워포인트문서 

직급영 욕성 

24 

2.00 233 2.65 2oa 3!l0 

- -경IO I하 l 피징 
. 녁잉 

경력연수영 .싱 

액셈륨잉용힌 자료 정리와도요만R기 

에연율 밍용한 장부정리(수입/지흩요년!) 

따~I포인트문서 

’ so 2 0 3 , .. 

IL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2. 자신의 능펙 인식에 기초첸교육-죄-구-평/}-

。 1 티L - , 。E /::. 으죠 
2 ' ··- -1.L o 」 !

300 3 00 

• • 년이아 
•• 닝이히 
• • o닝이 .. 
• • O언*이 

‘VAloJEGRAκA 23 

성4퓨갚;사애 잔여 한 문화씬 -"I 씬안,<>7 2 7JI {,L야이l rJI 한 사신의 교양수준에 대하σ1 -~L굉-에 서 나소 상"IJ누l 3 .35 9} 3 .29 심으섯_,잉기 

일번인과만나서 다앙한주제뿜 륭고 대회힐수 있는 늄릭 

문화원판계자§과 인나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히논 늄혁 

4.00 s.oo 

VALi」fCRA’A 24 



경기도문와원연압외 

II.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2. 지-선의 능펙 인식에 기초힌-교육욕-구평가 

• 일넨-교양수준-계층별차이 
성엔 지<>l 여싱{~ 웬반'i'J 잔 f÷짝운싸원 싼Iii시갚i’}의 r.11 §1· 고l양애 아} 성틀」!} 안T!] 자신 1l 낀«jf>\-~{ 현(P=JJ-1 •. 02”) 

'('I 땅 앨 치이 ‘ 40이1 。l 상21 강우교영;잎빈이1 있이 서 ·.J-~I :-!--§';: rι。l시 η!·, 20디H:~ 깐£|씬싼끼I ;<I·와의 대;싸 jι잉애 있이시 

λ}신감 시 ιli1· .i{ 현(P=.21. .028) ‘%,、싼서 。--; R·9l ~· ·:,:C I、/| .()5 .:'l; i'.- . JO !O」l 미 시아이 £\ •’l 있는-<\ o\ •/. 에서 

싱업올성 연형별육성 

일반인과 인나서 다앙한 주제. 놓고 대화힐 수 있는 능력 3 . 5l ξ}용.영;.. 영li"""Wl 

.여 • 300! 

·ι 2.88 • 4。"
문화원판계자률과 만나서 디양한 수제로 대화하논 늄뢰 -~-13 ! .‘ · 좌동 32:3: .:a so'이생 

3.00 3 15 3.J:O J 45 3 60 

. 。- -‘-- ;·--- 3‘20 3 〔빠 

‘,AlulGRM‘ 25 

11. 조시-와 교육- 욕구 파악 
2.. 자신의 능펙 '?l식에 기초한교육-욕구평가 

• 일반고l영=수준-계층별 치-이 
시감l섣 차。l : 대 '-' l 와 과성 시.,...,’}얀년l -~ 상윤교양인반ιI] 있이시 iq:;,r 석 지신감-~- 나타니l는 한씬. 이l 년1답이하간삭히 

푼.oH,!-11+ 껴l 사 +i·피"' -;[영 수운、에서 상1'Jl 석으딘 지 선 ;J 건여 ·tt Jl헨(P=‘oos, .001) 

일반인과 만나서 다양한주제뭘 .고 대회앙 수있는 놈획 

문화씬관계자헨과 만나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히는 늄력 

2.00 245 

직급앙훌성 

200 3.35 3.80 

l 대•I이에 

··~ ..... 

VAlUEGRAM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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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등”L.__~i;딩f,'굉겐댐l잉앙l”‘=·”혀;I쉰i.9J:lhl.A~.a;;.11’~~-

II. 조사와 교육 욕구 파익-
2. 지-신의 능펙 인식에 기초헌-교육욕구평가 

커뮤니케이션지식괴-스킬 

8개 Si'. 냐누이친 ;/·l 유니케이션 능·|에 있이사 rn부갚은시선 <J-e: ;i:.~ a-1.였시‘사, 상‘:fl 석으쿄 회의외 {!‘;l원 3;)J 갚야이l 있이사는 
”1교적 3섞 <-ii 가까운 보싱- 수준의 용만이 나타념 

주띤친구를과 소용히고 띈요시 내 의도. 판정하는 능력 3.46 

문화원 이용자률과소용하고 댐요시 그룰률 이끄는 .력 3.4 

직원/판계자와 소륭히고 왼요시 내 의도를 판정히는 능력 3.35 

회의에 창식하여 내 의견를 일하고합의앵도융하는 능력 3. 4 

회의용 자료힐 만틀이 회의얻 원g하게 E!앵하논 블릭 3.12 

회의에 필요한 시굉을 헛아 힘석히게 31여 합의훌 도훌하기 32 

상대밍의 기응과 감정올 이해하고 g강하는 농력 36 

상대잉율 기문 양게 만를고 김이 어띤 잉융 함께 31는 농헥 3.5 1 

00 200 300 00 

VA\UfGRAM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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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조시-와 교육 욕구 파악 
2. 지-신의 능펙 인식에 기호;한-교육-욕구평가-

+ 커뮤니케이션지식과스철-계충밸치·이 
성‘긴 자v} 모듀항꺼-olJ 있이시 유으Ji:’1 한 가이넘 보이지 않--P,- (1깐.‘0'.' ) 

'i"! 녕 '!I 치이 ; 진세 8새 형석- ·i>- 6111 양깐이!서 -fl-'2J 11] 한 치이갚 -~~。!띠, 전안씌으쿄 40Cfl 이 잉이 자신 심픔」H!하는 빈띤,30이]-;::-

3.0 진후의 과상수준,20•11는 3.0 이야의 낫온 시-신감수펀-?, Jl렌w .028, .053, ‘ 000, (] 19, .018, .CJ LO, .005) 

연링영특성 

주번친구룰과소용하고 찔요시 내 의도.핀청하는 능럭 

문화원 이용자률과소용하고 윌요시 그들율 이끄는 늄력 

직앤/관계자와 소용하고 왼요시 내 의도톨 관청lil는 능획 

회의에 칭석히여 내 의견을 윈히고 힘의g 도흉하는 농릭 

회의용 자료뼈 만률이 회의용 원쩌하게 진행하는 늄력 

회의에 필요한 사힘을 찾아 청식하게 하여 합으|뼈 도뿜111기 

2.00 245 2.9。 335 380 

79 

• ""'‘ . ""'' 40대 
• 50'1이. 

vιtUfCRA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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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2. 자신의 능I끽 인식에 /l 걷는한-교육욕구평기-

*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 - 계층딴 차이 
시굽빙 자이 깐·1. •ll l:Pll 장꽉강-6개 힘픽에서 유9) 띠한 지이잔 .. ~.이 "1. ;,c l 반시·"'-'"-국상〈까 지 ;‘1 감을표현εl 는 반'I!. 아상진 

3.0 선후의 J~ .. 장 수-~, 〔II ιl 이헤; .. , 3.0 션후의 낮f': ;<,\-~! ;J 수준·fl.· .if. 헨 . (P· .000 .. 050, .000, .OOo, .00l), .0(’L .038) 

l까깐 싱내 l앙-윤간이늪여 추진히는갚l객에 얀이서는과싱이 사징 끈사낀사읍 if.~I 

직급옐특싱 

회의용 자료엉 안롤어 회의용 원활하게 짙행하는 농력 

빼
 

빼
 쩌 
%% 

l 
-

:;>-화원 이용지를과 소용하고 왼g시 그률옳 이끄는늄럭 

직원·!겨l자와소룡히고 원요시 내 의도. 관엉히는 능력 

회의에 참석하여 내 의견옳 원하고 합의톨 도충하논늄획 

회의에 원요하 사i!lil 찾아 참석히게 히여 힘의. 도용히기 

상대앙룰 기롱 좋게 ?l흙고 강이 이왼 쩌융 힘께 하는 능획 

200 ""' 3이’ ”50 
4αj 

νf‘tUEGRAM 29 

II.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2. 자신의 능펴 인식에 기갚‘-한교육-욕구평기-

커퓨-니케이션 지식과 스낄 - 계층1웰 치。1 
경녁 'fl수밀 사이 ; 전에 8깨 항사 응'2개 망석이l서 쉬-의”l 힌 ->t이 싸 콰이 "I, 당대 l상의 ?! 분갚。|해하 ι 'Jj-;J-하깐능이에 있이시간 

l년 미안9\ 끼]쉬시1응 시]외하년 대ιL 암사::! ~}옴표현(P=.077) 

상대‘상과 암까| 일응 추진하간 능r’l 에 앗<>]서간 5년 "<\ · 이 앙의 경 ιI ;;<~에새시 심한 시 ~! ; Hi· .-tt. +'.:-< P ""α)4) 

경력연~엉빡성 

상대앙의 기몽과강정율 이해하고 공강하논 능력 

3 .62 

3 .83 

- ’씬이아 
- S닝이., 
• 10년.,야 

- ’O잉,,,. 

상대앙올 기분 훌게 만톨고 강이 어떤 엉를 --,에 하논 능릭 

생
 η 

·
3 

310 330 3 50 3.7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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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사외- 교육 욕-구 파악 
2. 지-신의 능력 인식에 기초한<ill육욕二IL 평가 

?」 디 λ- { ;ζ L.!. τr 0 ,-τc 

13개도나'f-이선 전문싱 능썩에 있이시는 3.0블다소상회해는}!’--낭수준으 -"'-용넨하었으l셔 수임개선 ’씨 강·'"-사입 싸ι’- 웅의 

‘F꽁온‘,。 r:Jl!i'- 니너납 

우리문화원 이용자/고객의 욕구쟁 이해하고 파악하기 

우리문화원이 꽉 지쳐야하며 지헝애야합 밍항율제시하기 

우리원의 횡성화훌 위해 무잇융 더 혜야 양지 제시하기 

이용객/고객융 관리하는 방안를 얻고 횡싱화시길 늄럭 

새로운 고객율 더 룰이고문회원올황성화시킹 방안제시 

이용객률과소용히는 방엄훌 앙고 개선시월능력 

서비스 •• 더 장 제공하는 앙법을 알고 개선하논 잉안 

우리몽화원의 수입을 더 증가시킬수 있는 개선 방안 

시/£/'흥앙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예산을 확보힐 능력 

우리원의 다앙한 입무 증 꼭 필요한 를야없 찾고 집중하기 

우리원의 냉선에 꼭 띨요한 사힘/단체웰 핫고 판계유지 

우리앤의 힐성화에 윈요한 시실/인력/자원율 원고 육성 

우리앤의 수입/지향 내역옳 알고 개선양 방안 제시하기 

00 2 00 3. 

3.44 

3.38 

27 

26 

3 18 

3 .33 

27 

3.0 

3 .01 

21 

3 .32 

3 . 1 

2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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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2. 자신의 능펙 인식얘 기초한-교육욕구-평가-

• 전문성 수준 
13711쇼 나누이 선 신운상 맹가 수치암 ‘징영개신 ~- 우|한 컨선딩 1。OL'인 다유의 비즈니스 캔버스 모원에 대임하이 t;il 식떤 수 있유 

‘ 'i'.엔이 .8.. ~i' <>l-뉴 9기| 한팡이l 았이샤 r!l J.L꽉 lι용에서 디.:'.lo 상엠한 수;‘응 -~'-이고 있윈 

죠치의 다염 <il 'IJ- -'li-응수익으파 C긴끽하거니 조사의 기λ|세인fr 섭 'fl 생 핵싱 A-¥!윤 -~- ',j ·t; f ~.:- L앙안에시 싱디!석으보약”을보이고 
있f캉 

우리원의 다양힌 잉우흥 욕 링g멘 용야를 .고 입흥하기 

우리g학원이 욕 지쳐야 히띠 지효i해이 .방앙a Xij시•1기 

우리씬의 필싱화g 써해 @잇율 더 얘야앙지 지l시하기 

t l8•1tlff 

I o." 」표느j•,m,.잉 

우리원으lli l!l뼈l 뭔요징 뺑뼈양고육성 l편밟| 3펼융L 
/XI~ L뼈&앙고개성g녕인 찌IAl•l'I , • .,..... 0..111-;><,1£ 4 "I - 항llJ!!J 

이용잭/고액를 낀a1하는 잉R’를 앙고 활성•I시g 1'억 

셔UI스를 더 힐 지l용하는 빙업를 양고 개선하는 빙£1 

ι-! 우«I용~I원 이용I”고얘외 욕구률 이빼하I 파악 ... 기 

새효용고객훌 더 g이고 용히잉을힘싱@}시잉 엉민제시 

이g객들괴 소.하는 양잉을 강고 개선시잉 .허 

::t i 우리뭉Al월의 수입융더 흥기시. 수 있논 개선 잉안 

시/도/흥잉 공모사잉에 지앤•I이 예산융 피보앙 8 "1 

VAil)[ CRAM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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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2. 지-선의 능펙 인식에 기초한-교육욕-구평가 

• 전분성 수준 - 껴1 층1열 차이 
닝 '!1 가。l: ‘상헝싱 셰시,배심싼동 11 증, ~~선 샤씬 유싱 등 3/f 이 <tH÷이l 있이 샤 c..1 잉 낫다 남닝이 -~u:J 긍싱 사 으띄--잉시 

(f’ .006, .006,,005) 

우리홀·}원이 꽉 지켜야 하띠 지항해야 잉 양횡을 제시하기 

우리원의 다잉한 잉무 충 ;욱 필요한분야뻐 찾고 집중하기 

우리원의 활성화에 핑g힌 시실얻!력/지원율 맡고 육성 

?.。 ?.60 3 \。

3 .2 

3.45 

340 

3.61 

3 70 

•IJ 
l 여 

、'AllJfGRAM 33 

II. 조시-와 교육 욕구 파악-
2‘자신의 능렉 인식에 기초한교육-욕구평가 

• 전문성 수준-계층별차이 
안!‘상’잉 차이 : '앙헝 닝과 안·'&·으l 가 시 씨안으12 새 '))- -!킥-, 수<>.1 윈 강이| 2111 합’·;-, l ’ I -H · i' 조헝,,,_ 1강총 5711 상싸의 한l” ”{~-이1시 

50<ll 이상이 --’정 서인 평가싼 내 i.'.] i_• 반i낀,20 디} ;= .. ,~생 녁이 11] J0-40「ll 쓴 .'i!.'강 수흰으꾀- .11",)7 ]·ι!고 있-3 

(P ~&lO, .0 lo, .007, .054, .019) 

우리문화원이 꼭 지켜야하며 지향BH야힐 잉힐흩 제시하기 

우리원의 웰성화훨 위해 무엇율 더 해야힐지 제시하기 

무리문호f얻으| 수입옳 더 흥지시킬 수 있는 개선 밤깐 

시/도/중앙 공모시업에 지원하여 예산을 찌보힐 농력 

우리원의 수입l지충 내역율 알고 개선힐 빙안 제시하기 

200 245 

연렁얻 ... 싱 

3.42 

2 90 335 

3 .63 

380 

.2(째 

• 30'~ .. ‘0대 
•• α”이상 

、/끼l I[ιRAM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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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2 . 지-선의 능펙 인식에 기초힌-교육욕-구평가 

• 전문성수준-계층별차이 
식급연 차이 ; R껴판게 관i!] | 기| 항꽉윤찌외한니”l시 링꼭에서 싹상이 샤션삭읍]~_'?] l간인. 싸싱급이 ;\ 9\ 식~! 윤],~강 ·or<~ 

:cL 이하9] 」우성 ~1 인 평가까 ' II a\ 고 있퓨(I’=‘022, .000, .002, .Ol4, .080, .087, .002, .033” .005, .014, .00 L 0여) 
직급얼 5'싱 

우리원의 다양한 업무 충 꼭 휠R한 문야를 찾고 집중히기 

우리원의 발전에 꼭 인g한 시굉It!치19 찾고 판계유지 

우리원의 훤성회에 필요힌 시설얻!력/자원훌 알고 육싱 

우리원의 수입/지깜 내억을 앓고 개선ml 방안 제시하기 

3 75 
우리문화원 이용자/고객의 육구. 이해히고 llt'>i히기 

우리문화원이 꼭 지쳐야히며 지항해야 밍 빙항을 제시@|기 

우리원의 횡성화앵위해 무엇을 더 해야 힐지 제시하기 

새로운 고객을 더 .이고문효변율g싱화시월 방안제시 

이용객환과 소용81는 빙업올 왼고 개선시월 농혀 

서비스. 더 훤제공하논 방법율 앞고 개선81논 잉안 

우리문화원!>I 수입융 더 흥가시힐 수 있는 개선 방얀 

시/토/충앙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예신을 확보앙 놀력 

39 

3 75 

” 
이
 뼈

 생 갱 

---

3 .75 

>50 , .. 3.>5 303 • .00 
Vl<lUfGRAM 35 

n.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2‘자신의 능띄 인삭에 기초쉰-교육-욕구평/}-

+ 전문성 수준 - 겨l 층별 치-。l 
"J ·~I 연수l싣 자"I 기치세인꾀 수익우! 2기l 항꽉~11시 유의”| 한사이간보이 .-.L 있 ·i'l- (J' . . 069, .052) 

가-" I 새안에 이l해 rn닌 초i’} 정、''I 식 인용 ’"고l식 긍 싱 ~1 이 나 2닌 자- IO닌 껴 ι'19 1 'l 웬온 _•;~용수준이l 기끼---

수익젠어l 데 ι11 6년사이상외 시씬{깅_-t’1 」ι-"I 당정직이니 5넨 이하의 식 1‘'.! ,'!_. 1"!.. '!} ~i-온 .정적인 l쟁 7]·강 나타'iJ 

우리원의 수입/지깜 내역올 앙고 개선힐 앙안제시하기 

경릭연수얼룩징 

•3ot 
3.3 

77 

• t냥Ol•f 
• 5\!0l• I 
'I io앉010\ 

• oO얹"'" 

3 .54 
46 

283 3 '5 348 3.80 

우리문효}원이 쪽 지쳐야하며 지향해야 힐 방항률 제시하기 

2 50 

VMUEGRAM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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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JI.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 분야벨 꼬육 욕꾸- i챙 기-

자신이 중시하는교육분야 
4 'Ii 분야감 한’11 앵원씩으강 강요도, 시 산 S>j _ii(~- ·~-··1', 릭성u은 •rt~ι 5l. '1YI급이l 대한-'•'묶 '\-··1'상썽가Bf·세 한끼파아'll 찌 }{와 
간이 신분성t /!유니까l이션 시식과 스검, 사무 ~l -'~-, 일반 Sil양으| 순으ι;- 교육 욕·1'/I 나타납 

·국정암온- 식현탑 대상의 --띠육 적-「L에 있어사 상디l식으 . .!}. -서유'-1 'll 이신 시식익| 대해 t:·i 끈씬요넙 갚 나터YJ 

3.30 

·
”
얘
 

“‘…””” .-

•1 40 

1'0 

。‘·
사무설무 일반교양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일 전문성 

•,’Alll.GRA’A 37 

IL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 분야1펀 교육- 욕구- 평 기-

• 자신이 중-시히-는교육분야-껴|충별치-이 
꽉야'I'! '<.' JL 5'. : 4새 {얀’|에 대한 능--! 향상 'f;-.RS~-。11 대하여 !ι;r 세향에서 ·f'r-"11 ’1 힌 사이 사 니터니시 않용 (P>.05) 

4‘(-<>Jo 뺀 E’ ·l'\- 욕구 시부실무 굉-야에 있어시k 20-30 r:Jl 9 j Ill .f\- -익기'·71· 높으l끼 〈김반고[엽이l 데헤역는 40니l·U 세 '2]<>1-.‘’- 대부문 

i'i-1". -",-구 tir Jf_ 헨함(P·--088, {’8l) 

국장끌-" I 석씬 교육 욕c,< 납 닝이 여성 !i!.다 식인상으l ' I ‘;니세이 -}I 능썩 :ii.양이] l씨하여 객디 .은 악c1L끼 나타‘씨 ( P=.087) 

교g 명요도-선치l 교육필요도-전치l 

사무실무 

• 
이
 

짧
 없
 

--,. 
전문성 야

 하
 삐
 써
 

이
 이
 -
-
ι
·
 

앤
 쩌
 

……… 
---

장
 

일반교양 

.... 。 4 ’8 4a!) 45::1 410 

2.50 a。3 3.35 3 78 4.20 

피육필요도-국장 

과스켠 낱‘---늘·t원 
338 ” 5 4 ’3 • "' 

VAIUEGRA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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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등헤---“펴끊•J월톨잉.강l”t:•1”!일를톨잉·」: 1”•~.&;;;J”l댄l 
/ 

IL 조사와 교육 욕구 파익-
4. 세 l"]L 주지1 벨선호꼬에따띈꼬육욕꾸평가 

사푸설무분야 
7711 상꽉으파니뉘이진 시'·~섣 ),L i’-야의 각교적-주-시j<>IJ 대한 ;ι윤끽.-,'- 1.-· 띠고!석 ';;-지 않휴 깃으•/.. 니I斗낚(2.8-3.8) 

.i.l l 씨/세쑤시 ι1 설부에 대한-'\-기L기-가싱 높으내 그 디닫으ι 피우l±'i'!.E 인용-"' I 샤it 가성파’강:tf., 으!!센 수입 /7-] ‘쓸정 J1c정리잉 

•71초적인 교육보디얀 실우웅용이1 니1 한껴끼'-71· 높옥깃으-‘ζ 해석원 

오피스(한글, 쩍드옐 이용한 기초직인 문서작성 능력) 2 

보고용 워드 문서 작성 농력(공문서작성 및 꾸미기 늄쩍) 3 .08 

Jit워포인트 몽서 작싱 늄력 3 .35 

피워포인트 변표자료 작성과발표 능릭 3 168 

엑셀 자료 정리, 도표 묘세를기 3.44 

엔설 수밍/지용 장부 정리 농력 3 .'31 

@호|계/시|무 처리 쉰무 

1 00 ?@} 3 。。 s 。。

VAll,rCRAM 39 

II.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L 세 부 주제 1펠 선호도이1 띠-펀- 교육- 욕구 평 가-

• 사무실무-계층별 치-이 
성씨 치이 7기| 상욕에 있이 λ| 유씩 " I 한 :<t이/} 나티나시 않픔(1'>.05 ) 

언녕변 ).~이 :T'li 헝J斗에 있어λ1 유잉Jul 한 치이시 니다니 '-I 않-3 (P>.05) 

시 급1킨 사이 :'11· 우l :i.~인 프싼 헨용 한 !간표자j강- 'l 싱 과 1안li l。·->!'! 애 이l 한 적-「L늠 과 상if에 서 이l 우 앞세 나티 념 (J] ; .038) 

경씌인수별 차이 ‘ 오피스어) 니l한기초씩인성무능꾀이I r11 싼욕구는 1년이하 식씬얘기l서 u]_tt!. 석 앙ull 나타념(P=.038) 

직급엉를징 

빼-3↓6 | 
빼포인트앨표자료작성파없능력 변!---때 

” 
이
 뼈

 재
 쇄
 

--
-

% 

l ’’’’’
j ?,,,,l 
4 

3.90 4,。

경력연수입확정 

』_.__.__..__3.J

서생능력) 틀률합79 I I • 1닝이., 
•• 인이,, 
• ,。년이에 

• 10인흥피 

2αj 240 .. ,。 300 

‘VALUE GRAM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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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ll.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4. 세부주제밸선호도에따판교육욕구평가 

• 일반교양 
12개 간H~·으꾀 나뉘어신 이l쑤싣-의 고[워 수새 011 <ii 하이 4.0에 근진한 늪온 _,~ -i'- 수준을 보임 
*기-?느익언 고!양lιt:] 는 씬입이1 측시 웅용이 높{'.-굉야s1 ·-r셰이l rll 한 욕 IL7 ) ''i:은갓으꾀냐다넘 

- ”]:;;’쩌 높ε- -!t-·1" ζ;;풋융 .5L이 ;ε 항펙(@ : 3.8낌 이상, 반유 램 !L한) 

3 .5 

I: .92 

.117 

국사및세계사 

@우리 지쩍 문화샤(인현, 자언, 한경, 전용. 억사} 

--테마/ξ냉 여행과국내 지리/문짜유적 
문화예슐사 3 67 

@전톨몬~I예승 

최P 이슈가 되논 영화/연극l드라마 이해히기 

최근 이슈가 되는 대흥옴악/뮤지경 이해하기 

최근 이유가 되논 대중문화 트린l드 이해히기 

@최근의 성공적인 국내 외 운회사업 샤래 

@최근 이슈가 되는고글 문화J예용 사례 

정치 경제 및 사·」 이슈 트렌드 

시§:I적 기업 엉동조힘 동 시-~I직 경제 

。。 200 300 

92 

3 .26 

3 .31 

3.1~ 

.92 

3 

3.31 

3 .5 5 

ι--‘Ji" 
00 

‘;At ,ff(,RAM 41 

II. 조시-와 교육- 욕구 파악 
4. 세부- 주제 1원 선호또이1 따판교육- 욕구- 평 지-

• 일반교양-계층벨 치-이 
성 'J! 시아 : 12개 잉 ‘÷이l 있이서 .Pr-"'l"l'i"l-"t이 까 나타나시 앙옹(I»‘05) 

'?~녕 'ti. 자。1 -샤시 및 세서l 사이1 깨히에는 30네 이상。l '?'! ’검총에 "I 혀이 20r:t’늠낫온적우 수준칸 9_임 (P=.04R) 

시담빙 가이 : J2개 영 와애 있어서 유9] 미한 .. ,.이 ’| 나타니지 않유(!’"».05) 

경‘"l 연수껴 ·<]-이 lO년 이하。l 시센픔이1 시l서 최끈 싱상선 91 국내 써 문화사'ti 시례이l 디l 힌 욕CTL Jj. ”11 우 늪셔l 니Et납(I'=.036) 

연형별··징 

200 245 2.90 335 

경력연수엉욕징 

최근91 성공적인 국내 외 문화 사업 시리l 

250 29。 3.30 

3.00 

3 70 

• ?O대 

• aor.11 
I 40r< 
-%며이잉 

08 

4 ,。

• 1\d야하 

• ;1101" 

• 10얹0‘--
- -。‘M•1

νAlUEGRAM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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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음,jL._~“.Ul끊·」월톨녕l-:;'.Jl'lt:•”’씩=•'안·」, ~·」를‘:.;eo,a=J”’--

22 

II. 조사와 교육 욕-구 파익-
• ‘. 세부주제벨 선호꼬에 따뜬 .JiI육욕구평가 

커뮤니케이션 지식괴- 스칠 
S기l또 니,,J <>-H! ·' I 뒤니 •II 이선 -안야9.j :;,, .와수셰이l 이l 하。l {• L'.]·수가 4.0 수준의 갚온 Jι유」~-~,'-낭냐1"]·낸 

• z.j- 세응·멘 차이에 따한소쟁애 대한 '-' L to 쿄.보다k 선우9.I · .g-용애 i:I]한 .iii. '1 적「7기- 상니1썩으또값게 니Ej ‘;} 

-” I .고l적 i:'t.온 적 구 수준용 보。1 1. ·= 힘」녁-〈@ : 3.8짐 이상, 반.입 」£캉〕) 

닝녀 차이에 따를소등양식 3 .44 

뭉화차이에 따른 소룡방식 7 

성격 차이에 따흔 소륭앙식 3 .5 

세대 차이에 따혼소릉빙식 7 

@I긍흥|와 공강 늄럭엔성 교육 

@갈동의 유형과 해결 빙엉 

@효|으| 하는방업 

@리디십이펀과사례 

' 00 2 00 300 s 。。

Il.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4 . 세 부 주제 1셜 선호도-에 띠-흰- 교육- 욕-구- 평 가-

• 커뮤니케이선 지식과 스결-제층별치이 
성 l꾀 치이 : 8711 힘J÷。II 있이 λl 유으i"l ~l: A이가 나EJ·나시 않-3-(1’〉‘05) 

인 i닝 댄 차이 <! ] l끼십 이잔피 사이1애 t:I] .!;~이 40대에서 "Ii 우높은 4;준익 욕OL감- 보임(P~.033) 

λ| 급1낀 ι}이 8711 엠 i÷이| 있이시 쉬·S!J U J 렌 사o l 71· 나q나지 않 ·fl- ( I'=> .05 ) 

;싱;사연=? 별 차이 8새 형꽉이1 있이서 유씌 u] 한 차이기 나타니시 않잔(P> .05) 

리더십이륜과사려l 

3 50 3 70 3.90 4'0 430 

• 20대 

• 30‘1 ’ 40대 
• 50Cll이. 

VAll.JfGRAM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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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조사외- 교육 욕구 파악 
·'I. 서1 부주시l 렐 선호도에 따른교육욕구평사 

• 전문성 
147!l "f}‘나누!이 낀 진 F성이| 디l 힌 괴육 주세애 이l짜여는 이|우년 4‘()。ii .:;•11 <;t仁-갚'{'c 수션~!?j ~-"i'써꾀잉 

.。l 용 l~ ·-「l→긴 파악한 프S.!."’l프 기;해피 설찌l ~·'.·이에 "I 꾀서 “'t ·f'~ :V\ ~ l f'r -'~-。1 는 깃 으!•'· 찌시됨 
- UJ:;i!씩 높 ε- 이에수운 

94 

3.38 

@이용객 확구 따와스킬(인티뷰스힐 및 설문조사 앙엉) 

고객세룬화, 세분화 상용기획‘ 포지셔닝 동 마케팅전획 

@프로그램 행사의 홍보 및소설미디이 용매체횡용 선학 

@비영리 경잉과문화비즈니스 싫무 

유렁 용 선진 문화 경잉 g동사례 

@(장기강 연속되는)프로잭르 기.과 사레 

(일회싱, 연감 반복되는) 뺑시 기왜, 핀el 실무 

@힌국 사회와문화정책(씬앙 및 띤화 트렌드) 

심리치료와문gν예슐 

@지역공동체 형싱과 문화/예슐 

문화앤 이사회 훈엉핀리 싣우 

3l88 

문화앤효|왼관리실무 

시. 도, 홍앙 공모샤엽 용모 싱무 

문화답사 기획능렉과 핀리 싶무 

, 。。 ?.00 ,00 

II. 조시-와 교육 욕구 파악-

3.5 

3.!32 

4. 세 부- 주세 별 선 호도이1 따픈 교육- 석-규L 평 가 

• 전문성 - 껴1 층별 차이 
성 '11 치 이 상얀기 프±~-세 £7'. 나 앵사 기 회J’} 성 ,,;에 <ii 하여 ''i 싱 세 ·i·이1 셰 이 "ii 우 u{'.- 찍- 1"죄 나타까IJ (J';‘055) 

연.굉띤 차。l: 1.2 끼| 항객-에 았이서 유으l 미 ?! >l-이가 니타나서 않-” (P>〔l~) 

시답’싣 사이 : !.i'-화센 。|시」~I 운영 4’H•1 성우이l 이Ja-f이 꾀 성갑on시 ‘’11 우--유 적 .,L 수-‘송용 .!i~잉 (1’=.00.3) 

경써인수벌 차이 : l 2개 형씩애 있이시 유의 "l 한 차이 시 니터니시 않잔(P>.05) 

성냉쩍성 

경기도문와원연압외 

500 
r,t l[';RAh‘ 45 

(장기간 연숙되는)프로젝트 기획괴 시히| --.3.71 

(뺑싱 연간빨|논)행사기획 괜| 실무 밟빼3.~ 
r---i--큐 

발F엽 
문화왼 이시힘 운영관리 실무 

300 300 3.70 

직급앙 g성 

29 

3 .55 

390 4,。

87 
l 대,,이히 
• 이잉 
l 역잉 

3. ’0 3.30 3.50 3 7。 3.9。

VALUE GRAM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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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사와 교육 욕구 파익-
4. 세부주A]1 벨 선호꼬에 따픈교육욕구평가 

• 전문성 - 게증d펀 차이 
정i’} ?!수’;ti 치 。l 푼~I· 씬 。1 사회 운잉꺼이 설우이1 i:JJ 하c.cj 5년 이 잉 업 111 ;징 썩샤릅애세서 갚윤 교육- 욕-,•+,;.. 니다H’l<P=.024) 

분-9]· 센 :!iHJ판r.J 씬 ?-에 대하여 6년자-10년 이하 71 제경써끼잠애게서 갚윈· 교유 펙·-rL꽉 나타낸(!'·· {}(’8) 
시,도, 증앙공요사임 용-!ι -'J.무에 디|하여 6년치∼ lO닌 이히 영 'ii 갱 i,'-l 사픔이}세서 높은교육 fl--깐깐 나타년l<P=따3) 

경력연수잉 를성 

문화원회원관리실무 씨
 히
 빠
 찌
 

미
 미
 
;
ι
 

…
…ω
m
 

…… 
----

gu dU A. 

몽회원 이사회 운영관리 실무 

시, 도, 흥앙공모사엉 용모 심무 4 113 

25。 2.03 335 316 420 

VAlllfGRAM ·17 

II. 조사와 교육 욕구 파악 
5. 교육기간렛 1낀도에 대첸의견 

선호하는교육기간과빈도 
'i'-박융 선호하{; U j -R·。1 ;션셰익 27.3'};”이1 ‘it바지 '11- l백2얀 띤?! 2-"I 가 36 .9%!~- 단얀 항씌애시 'l i·£씌인 우우1파 나ι|낚 

반인 2바 이상으오넙이가는싱기 괴-워 익시 29.8%쿄썩지 않새 나타닙 

.교육시간 및 l간도간 "] .»!.적 융-굉생--- ’|시고 ·ft잉이 시능한갓으쇼사.l:~ 역| 

교육기간 

명 .‘ 
4。。

무끽1일걱쩡 16 19.0 

무박1일매원 1회 7 8 .3 303 

1박2일연간2l! I 3 1 36.9 

20 5 
2박3일연간1회 11 13 .1 

2박3월연긴2효| 10 11 .9 10. 

3박4월연긴1회 4 4.8 

7 1타 5 6 .0 
,。

무익1일격찌 
겨l 84 100 .0 

교육기간 

11 

1액Z일연간2효| 2익3멍연간Z회 

옆L_퍼;으 
71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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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조사와 교육 욕구 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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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뿔훨렐팩-1 1-확월않폐-1 

nfJll.!!.잉트앙g 

액.장.정리 
m깨/셰쭈씨리 
1언이히 오띠스용서작성 

21·굿liJolij쩌쪼인므양E 

지역 li!§!시 

국내지리"'룰회휴직 
진.를회,얘. 

국내 외 를회사엉 성공사에 
고응 !i!ll얘.이--

셰대·애l얘 띠를소.잉식 

용강~싱-~ 
링등예소앙얀 

•I의하는양엉 
리더섭이틀과사해 

이용쩍.구파약스잉 

‘F외성 져l고 .보 ii SNS ··용잉 
때십자윈 .성 !i!•’ 비즈니스실우 
20대 기치제안, 수익성, 비용구죠개션 징' I 프호찌프기. 실무 

(사에 오리영테이션 후기뭘요) 용., E낌드와 정액 
대리이하 수익성, 핵성,~l!i. t!lil지원, 비용구조개선 지역용률 •• 성펴 뭉획 
파장 수익성‘ 핵십자월1 비용구"'개선 과상'/6년"이상 이사회핀리찌우 

6언씨-10언 효l월만'-I 잉우‘ 사잉용R 쉴우 

미쩌g인g g서학성l'l/ll 

액~l!t.t;l 깅리 
m깨/새우처리 

신입시일 - -피스용서직성 
,, .국-- o llj원포인트 용서혀성 잊 잉g 

지익룰.,사 
국내 지리외 풍외유혁 당사 

정.를피--
국LI·외 를 .. 샤업 성공At•” 
고g 용이얘을이유 
신입사원 일얀'"'잉 

회의 훌용 잉쭈t창가.;;;토·엉의 도•1 
채대씨이에 띠를 소 •• 앙여 
공감·~성괴육 

리뎌잉이톨와시혜 

싱입시잉 ‘ 고섹 잊 칙원과의의사1'!i(얘얻) 

이용객.구따악스 • 
• 잊잊 SNSlt용잉 
뭉헤비즈니스샅루 

장기프료찍5기.섬우 
를·Jll>!힌드와정쩍 
지역용률. 영성과 !!II 
수의싱 찌l고 영 g모시입 
뼈십자윈욕성펴찬•I 

비용구죠’l선 
신잉시원 잉~H씬 비즈니스 g잉에 대한오리영Ell이션 
대리/>I장g §간판>I자 핵심It등, 이사회/회원 싼21잉무 

VALdU:;RAN‘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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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교육커리률럼 저1 인-

깐 꽁통과 직급별 과정 분-리 
직급, 경픽연수, 연평 l쉴 교육- 욕구치이 
각직급열 대상기초교육 반복 
전체대상장기 연속 교육 

·경력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속 교육 시행 

승 실무 교육에 초점 
기초설띄 ti~ 양 51_다는단기 설푸교육-신호 

초기에는설쑤적언 교육이1 또전 
장기적으로기초놓펙 ”n 영;·플유도 

• 로드T캡 구축 
연간교육-잎수기-4∼5일.넘기 아려움 
1박2일 언간 2회에 대해 가장 선호 

단기 쇠무와기초능럭 l”l 양윤적전히 ‘ll] 분 
비즈니스 또l꾀 개선 ‘상안은 컨섣 1경고|- 떤계 

I. 연 r: t"J ll 

-‘---- F ’ 

활활 

-·“냉,,, ...... ~ .. ‘~ ... ~ .... ...,,,,,_ _,,1<,;w‘fl".lt.iL•.z!m.-

醫훨 쟁임무교용프토그양 XI억양행행배양 ' i초협쩍프토그앵 
g미스 딩고용 뭉시작성t엑추가·ι엑셀 장.정•I. ~I깨/찌우 실무 
li't l·~ 비즈니스 S!!lll 2•1연에이션. 월'lti!W, 고끽~\\!고l의 의시쇼·. 씩장예엉 

뼈 - 뼈때 웹 
이사회Al월뀐a1 잉Jjl, !!lll잉‘심g용 실무. 회의용용 i우 

따워호인트 애g용 져료 쩍성 잊 'illl 스‘t용5! 사영 셰암서 "t성•l'illl/ 
리더십 이g과 셔.‘ 핵심져용! ·싱깐•I. 이용구호 개선 

국내·외 g획사업 성공사례 
이용찍욕구따악스깅 

지역공를 •• 성..,. 강화 고급 뭉회 예. 이유 
흥"'잊 SNS ll용잉 

지역 {;' ll샤 용·:ti g앤드와 칭찌 
옹회비"'LI스잉무 

국내 지리와 톨1이유쩍 당샤 ’용M월 비즈니스 모잉깨선 
장기 프효헥흐기피의우 

정IJli'•I ·예. 대iJtU’외 이빼 
깐얀 엌제도언외 정”/깅지l 잊 시l 이슈 

·;;;·”는 죠샤엉:ill 외에 강연 깅.과정 접도앙 ··}이 월.9.싱이 외다고핀딘하여 *기 

]]].교육커리쿨럼 제안 

I. 경펙 2년치-이하 

• 오퍼스실무 
보고용-분서 «!·성 

액션! 장부정러 
비염 '31 폐기I I 셔l 죄L 설-부(*후윈담 치 cl) 

•-, 1 승‘괴칭은 외부 7] 관 훤용 및 」교적-tl] -"'--"'' 

• 비즈니스 모넬 오리엔테이션 
건i'.-화씬의 비즈니 스 오펜 전반 
문화씬의 n] 션파주요활팡이해 
*직윈으쿄서외 정채성 ~j·련 

• 교양및 의사소통 
문화원 직웬으보서 갓추어야 힐‘일반 Jι앙
이용객/직원과의 의시-소풍-망t꾀 

일반 비 즈니스 에젤(대 낀 여l첼 표한) 

F摩쉰i좋 펀學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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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 교육커리쿨럼 저1 안 
2. 경펙 3 ∼ 5년차 

• 인성 및소풍 
공김 능-?c] :i'j- 인성 개 1꽉 

세대 ;;<!-이에 띠릎소꽁-및 시타 

무
 

실
 --[

기
 

리
 설
 m
π
 

n
f一
‘
펴
 -
ε
 

-4
1 

판
 떠
 

직
 회
 관
 

’
=

λ

。
끼
 

드
 

이
 회
 

--

nT 

mπ
 

실
 상
 평
 

-
후
。
환
 
η
1
 
μ
 

1「
-
씨”
심r
 
wr 

r二
r

핵
 a
-
。

L{

이
n
 원
 
운
 주
 

ι
1
 화 의
 
바
 

-
강
-
문
 
회
 --c 

1 ~ 밸1 

VAi llf'GRAM 53 

]JJ. 교육 커리률럼 저1 안 
;1. 경썩()년차이상 

• 응-모-사업 제안서 
주요 기관l원 응-모사업 정보 성 t:! j 

j샤워포언트기획서 작성 

1사요 ζ느킨 훈련 

• 리더십 
소조직의 리 t:l 십 시-검l 
리더소| 기죠。l 곤-

• 비즈니스모델 개선 
핵심 자씬 규정하고육성히-기 
비용_: r-조 새산 땅안과시려| 

‘산씬딩파연관Btα1 천끼 'Jt.fr_와 !;I_씩 석 식용 깅3ι 

‘”‘lUEGRAM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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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교육 커 리 쿨럼 All 안 
4. 꽁콩전문성 고l성 

톨렐l ------『F힐-----L_ 천샌컬 」」---- -」」
이용객욕구파악스깅 

훌보및 SNS 훨용입 

문화비츠니스잉무 
장기프로찍트기획잉무 
·관련업찌l도언화 

개밑양. 

지역공동체형성과문화 

지억용회사 

국내 지리와 문화유쩍 답사 
진톨톨회·때a 

개옐앙. 

국내·21 문화사업 성공사례 
고급용회·예을이슈 

옵화트핸드와정핵 l--문화월 비즈니스 모웰 개선 
대홍문화외이해 
정-"11영지| 및 사회 이휴 

개.양항 

고찍 세를화 이톨과 사헤, 리서치 샅무(양커l이트 및 1;’ 싱용인터뷰). 소비자 심리억, Dt켜l링 이흔 'ii반 및 기타 

광고 및 훌보 힐무. SNS 룰정과 휠용입, 강고꺼흩보 효과 확정과 g용, O뻐I!잉 포지셔닝 이튿 및 기티 

문화 비즈니스 성공 및 샅매 샤혀|(문화윈 내의 사혀l 홍섭에서 정치 .산), 비흐니스 모앨 일반 이를 및 기타 
이핸효 기·. 쿄육 프로그램 기획. 프로쩍트 용영과 판리 i무t사혀| 학융 몇 스딩 훌련j 

문화 정핵 핀련 업쩌도 개R~t 잉무 씩용 

지식 전당 보다는 스. 홍련에 초정. 교육 내용의 현잉 적용에 대한 검토와 원설링을 영행 

지악공동채의 개념과 역사적 싱지I I문화. 포형한 사;O;I 채도 전반), 한국. 유링 및 기타 지쩍의 쭈요 공동치| 사려l 

<:t 지악의 용회사m 지억 호작 용화 연구 자료 및 전몽가 휠용L 용회의 기능쩍 익힐흔 
국내 지리와 문화 유쩍 월반. <:t 지역 혹은 권역옐 유쩍πl익일로 문화 교육 검토). 당샤 프로그랭 기획과 개. 실무 
작 지역 혹은 권역얼 전톨용화예a. 국내 전톨 톨화와 예S 잉반률 

각자의 지억 문화. 싱도 있게 이해힐 수 있고 지역 .성에 맞추어 십천에 용용함 수 있는 개엽적 도구와 시각률 부여하고 

적용성훌 후직하여명가 

다앙한 샤혀l 흥심의 소개 및 비한적 영가, 국내 쩍용성 검토 

대중 톨화외의 고급 문화혼. 고를 문화의 주요 이슈와트한드, 미학 이를 및 기타 
국내·외 문화트핸드, 톰화 정책 월반 이혼 
비즈니스 캔버스 모양의 문화씬 경잉에의 정옥t건섭잉과 영앵), 문회씬 경엉의 몇 가지 유형흘 도*하고 쩍용 

대흥용화 잃반롤. 영화/영극/용악/흉쩨/뮤지. 잊 고대~대 신화 
대홍 사ce:Ja 입는 트핸드. 당시 시대이슈. 읽고 비즈니스에 직§합 수 있는 안쪽 부여 

문화 자치lit 심도 있게 이•H함으로써 운화 경잉의 농럭율 고도화. 비즈니스 모잉에 대한 개멍 이해외 용용 농혁 심화 

- 각후셰없 쿄월단솥 강사 1뻐했어나힐무적용성올 XJ도휠수있는억항 잊는지도X에선정 지도교수개녕으로과웰당짧고성휘도명가파 
수시행)와 교륙생 안혹도 피드액(교육생시행)을 기호로 연치엉로 교육 및 지도 내용률 지육적으로 수정, *용화원 Lll'용 검샤. 적극 양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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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 칭,,도 껴방문확윌 교육 랙랙률럼 껴발을 위헌 엌면 조사 >

단펀 

안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직무능력 및 기획력 향상과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해 쇄로부 교육 커리쿨럼을 

만드는 중입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교육어| 대하여 갖는 기대와 필요를 알기 위한 것이니 평소 느끼 

시흔= 대로 질문에 성의 있거l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의 응답내용은 통계자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의 응답은 무기명 쳐리됩니 다‘ 

물으로 본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학여 다시 한 번 감사드랍니 다. 

담당 : 장서l명(경기문화원연합회 과장j 

손폰 : 010 - 3462 - 0528 

1. 먼저| 스스로 ;}신의 문화원 근무에 필요한 지삭과 될요한 능력 수준에 tiJ 하얘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 

되거나 더 。l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생Z서L하시연서 다용 항목을 체크해주사기 바랍냐다. 

g 으 B 으 

낮흔추춘 않은수춘t 호통 /높흠수’춘’돕흔수준 

l 사무실무 

i ) 워드나 한골 풍 브고용 문서 .:!f-o]기 
) 엑쩔올 활용한 자료 쩡려와 도표만를가 

3) 찢셀/올 환용한 장부정 리 (수연/저출관리) 
4) 파웠뚱씬트 문셔 작성 

5) _파원포였트줄 활용한 발표 스칼 
5) 회쳐1 찾 세무 처리 실무능력 

2. 일,j뺀.교양 

1) 일반얀과 만나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할 수 았는 능력 
?)문화원관계;}들과 만나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능력 
3.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 
i)준연찬f들과 소풍하고 필요사 내 의도를 판컬하는 능력 
2) 문화원 이용자들과 소흉하고 펄요λl 그들을 이끄는 능력 
3) 칙훤/관계차와 소흉하고 펼요시 내 의도롤 관철하는 능력 
4) 혁의에 창짝융}액 대 의견올 할하고 합의플 도출하눈 능력 
5) 회의용 자료를 만들어 회의즐 원환하꺼1 진행융}는 능력 
5) 화의에 활요한 사람을 찾아 참석하쩨 융빽 합의폴 도출하기 
7)상대방의 기분과 감쩡올 이해하고 공갇하는 능력 
S〕상혜빛L올 기분 좋계 만들고 같어 어떤 일을 할께 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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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JL._J ‘'1i펄월l잉랴l”t를바핵=·-암i.•.m'1A:;.eo.a:;:J”’낸l 

배우 . Ojt우 
낮은수준 낮은수준 보통 높은수준 높은수준 

4. 전문성 

1) 우리문화원 이용자/고객와 욕구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 ~ @ • @ 

2) 우리문화왕이 꼭 지켜야 하며 지향해야 한 당향올 제사하71 @ @ ® @ ·~ 

3) 우려원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더 쾌야 할지 쩨시하7) @ @ @ © 〈정 

4) 이용잭/고객올 판려하는 방안올 알고 환성화시킬 능력 <D G) ® • ·~ 

5) 새로훈 고Z킥을 뎌 늘이고 문화원을 환짱화사킬 방안.제λl @ @ @ • 〈장 

6) 이용객들과 소흉공}는 방볕을 알고 재선사킬 능력 <D ~ @ • • 
7) 색버A릎 더 질 제공승}는 방별올 알고 채션승}는 방안 @ @ @힐 • ‘S 

8) 우리문화원의 수양을 t:i 중가λl킬 수 있는 개선 방안 • @ C킹 • 〈정 

8. 1 ) 시f도/중앙 공보사영에 지원하여 예산올 확보할 능력 <D @ 즐) . ] ·:z> 

g) 우리원의 다양한 영무 중 꽁 필요한 분야를 찾고 질중하71 @ C힐 〈킹 • G 

10 )우리원의 발전에 꼭 필요한 사랑/단체흘 찾고 판껴1유지 @ @ @ • (2) 

11 )우리웰의 환성화에 펼요한 사셜/얀력/자원올 알고 육성 @ @ ¢킹 • (2) 

1 2)우리원의 수입/지출 니} 역올 알고‘ 캐선할 방안 체시하71 @ @ @ © 〈장 

2. 다옴 중 역느 분야의 능력 향상이 나에계 브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섭나까? 

1)사무 실무 

2〕잃봐.교.앙 
3)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 
4)전문성 

전혀 
중요않음중요않음 보통 

~ ® 
-- - - -

영경영: ζ : 

매우 
중요 중요 

• ---
3. 앞으로 수행할 새로용 시스웰의 교욕은 다을 중 어떠한 분야의 능력 채선에 칭중해야 한다고 생ζ녕1 

심냐?}?(예천며, 어떤 능력은 증요하지딴 jI흠으효 해결。l 쉴지 않다면 장중할 필요가 없올 수도 있용) 

1)사무 설무 
2)엘.반”교양 
3~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 
4)전문성 

전혀 빼우 
중요않음 중요않음 보를 중요 중요 

@ 

@ 

@ 

@ 

@ ; @ 

@ @ 
' . ' 

@ ‘ @ 
@ C킹 

• 
© ’ 

3-1 . (국장 급 이상의 간부만 옹달 要) 적원 능력을 향상올 워해 어떤 훈야에 철중하기즐 훤하심나 17}? 

i)사무 실무 

2i일.반”교앉 
3〕커뮤니커|이션 지식과 스곁 
4)전문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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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OK우 
필요없음필요없음 보통 필요 필요 

3‘ 전문성 

1) 야용객 육구 파악 /ι칼(연려뷰- A킬 맞 설문조사 방별) 0 @ C힐 @ IJ) 

2) 고객세분화, 세분화 상픔71획, 표7-l션녕 풍 마켜1 영천략 © @ @ • ’i 

3) ':::t"료그헬 • 행사의 홍보 맞 소설마디어 풍 패체환용 전략 • (;) ® • G) 

4) 버영리 경영과 문화 벼Z나〈 실무 • @ @ • @ 

6) 유련 등 선진 문화 경영 훨종λ}혀l © @ ® • @ 

6) (장기간 연속되는) Ii: 로젝E 기획과 사례 © @ @ • G 

7) (일혁성, 연칸 반복되는) 헝사 71 획, 관리 실무 • ~ @ • ’i 

8) 한극 사화와 문화정쩍 (혐황 몇 펀화 트,런l드) • @ C용 • 、-~ 

9) 성려치료와 문화/예슬 © @ ® • ~ 

10 )자 역공흥처l 형성과 푼화/예슬 G) @ ® • • 
11 〕문화원 이사혁 올영판려 실무 <D ~ C킹 <:!) C학 

1 2)문화쩔 회원 관려 실무 @ @ 〈킹 • 〈웅 

13) 시, 도, 중앙 공모사열 용모 설무 • (;) @ • 〈장 

14 )문화답사 기획능력과 관리 실무 (i) @ ® • 〈웅 

5.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서 커혀률헝에서 채밭되기플 희망하는 분야플 말씀해 주시7) 바랍나다. 

기입 훌 ; 

6. 교육 땅식과 가간은 

@우박l일 때달 1 -

효12박3열 연간2혁 

떻체 하는 것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섣나까? 

양무박1얼 Z갱월 혹’l박2일 연간r ~Q박3일 연칸1 -

@3학4알 연칸·1 혁 (ti거타 (71영 要;

졌다용은 얘러훈의 .영무 경력과 재얀 션상’ 에 관한 질문영냐다. 용답대용은 전체 용답자의 20%, 30% 

증과 같이 처려되혁 개면적인 내용은 무기영이며 풍껴1 쩍으로한 처려원 후 폐기될 것임나다. 

1. 연령 : Q) l Ot.!l 깡l 201펴 @30대 ®‘ 40대 r류1 50대 @‘ 60대 이상 

2. 성별 : CD 남자 중여자 

3. 직급 ; @’ 칸사즙 ® 대려급 좋과장급 .극장 @71타 (7) 영 종흥; 

4. 지금까지의 문화원 판련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될나짜? 

1) 우리 문화쩔 근무기간 약 ( )연 < ) 7A월 

2) ,타까l몇 문화원 및 문화시설 관랭 총 근무 기간(우리 문화현 포항) 약 ( 〕 년 

-응듭f해 주셔서 강.,/..~항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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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차려| 

I 자신의 능력 평가 
1. 사무실무 

1 ) 위드냐 한글 동 보고용 문서 꾸미기 

2) 엑셀을 활용한 자료 정리와 도표딴들기 

3) 액셀을 활용한 장부정 리 (수입/지출관리) 

4 )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 

5)파워포인트를 훨-용한 넬표 스킬 

6) 회제 및 세무처리 설무능력 

2 일반교앙 

l)일반인과 만니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 

2)문화원관제지들과 만나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히는 능력 

3.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 

1)주변친구들과 소똥하고 펼요시 내 의도룰 관절하는 능력 

2)문화원 이용지들과 소통히고 필요시 그들을 이끄는 능력 

3) 직왼/관계지외- 소통하고 필요시 내 의도를 관철하는 능력 

4)회의이l 참석하어 내 의견을말하고합의를 도출허-는능략 

5)회의용자료를 만틀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능력 

6)회의에 필요한시렴을 찾아 침석하게 하여 협의를 도출히기 

7)상대 l앙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팩 

8 )상대망을 기분 좋게 만틀고 같이 어떤 일을 함께 하는 능릭 

4. 전문성 

1)우리문화원 이용지/고객의 욕구를 이해히고 피익히기 

2)우리문화원이 꼭 지켜야 하며 지향해야 할 l상향을 제시히기 

3)우리원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제시하끼 

4)이용객/고객을 관리하는 방안을 알고 활성화시킬 능력 

5)새로운 고객을 더 늘이고 문화원을 활성화시걸 망인-제시 

6)이용객들과소통하는 방법을 일고 개선시킬 능릭 

7)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는 l앙l쉽을 알고 개선하는 망안 

8)우리문화원의 수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개선 망안 

8.1) 시/도/중앙 꽁모사업에 지원히아 여l산을 확보할 능력 

9)우리원의 다양한업무 중꼭 펼요한분야를 찾고집중히기 

10)우리원의 발전에 꼭 펼요한사림7단체를 찾고 관계유지 

11 )우리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인력/자원을 알고 육성 

1 2)우리원의 수입/지출 내역을 알고 개선할 망안 제시하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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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려| 

II. 능력 향상이 중요한 분야 
1. 사무실무 

2. 일반교앙 

3.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 

4. 전문성 

III . 교육이 필요한분야 

1. 사무실무 

2. 일반교앙 

3.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 

4. 전문성 

III-1. 직원 교육이 필요한 분야(국장급 이상 응답) 

1. 사무실무 

2. 일반교앙 

3.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 

4. 전문성 

IV. 분야별 교육 욕구 평가 

M 

M 

M 

M 

π
μ
E
 E 

E 

π
ω
퍼
 γm
 π
ω
 

1. 실무능력 

1)오피스(한글, 워드를 이용한 기초적인 문서직정 능릭) 

2)보고용 워드 문서 직성 능력 (공문서직성 빛 꾸미기 능력) 

3)파워포인트문서 직-성 능력 

4)파워포인트 빌표자료 작성과 발표 능릭 

5) 엑셀 자료 정리, 도표 만들기 

6) 엑셀수입/지출 장부정리 능력 

7) 회계/세무 처 리 실무 

2 일반교양 

1)국사및 세계시-

2) 우리 지 역 문화시 (인물, 자연, 환경, 전통, 역시-) 

3) 테미/관광여행과국내 지리/문화유적 

4)문화예술사 

5)잔봉문회 에술 

6)최근 이슈가 되는 영회J연극/드라마 이해히기 

7)최근 이슈가 되는 대중음악/뮤지컬 이해하기 

8) 최근 이슈가 되는 대종문화 트렌드 이해히-기 

9) 최근의 성공적인 국내 · 외 문화사업 사폐 

10)최근 이슈가 되는 고급 문회/예술 사례 

11 ) 정치 경제 및 시회 이슈 트렌드 

1 2)사회적 기업, 협동조협 동 시-회적 경제 

n 
n 
n 
n 

m
ω
mω
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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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려| 

IV. 분야별 교육 옥구 평가(계속) 

3.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 

1)남녀 차이에 띠른소통방식 

2) 문회 치이에 띠른소통방식 

3)성격 차이에 따른 소통방식 

4)세대 치-이에 따른소통방식 

5)문화와공감능랙/인성 교육 

6)갈등의 P「형과해결 방법 

7) 회의 하는 빙법 

8 ) 리 더십 이론괴-시-례 

3. 전문성 

1) 이용객 욕구 피악 스킬(인터뷰 스킬 및 설문조시→ 방법) 

2) 고객세분화, 세분화 상품기획, 포지셔닝 둥 마케팅전략 

3)프로그램 행시의 홍보 및 소설미디어 등 매체활용 전략 

4) 비영리 경영과 문화 비즈니스실무 

5)유럽 등선진문화경영 활동사al] 

6) (장기간 연속펴는)프로젝트 기획과시 례 

7) (일회성, 연간 반복되는) 행시- 기획 , 관리 실무 

8 ) 한국 사회 와 문화정 책 (현황 및 벤화 트렌드) 

9)섣리치료와문회J에술 

10)지역공동체 형성과 문화/예술 

11 ) 문화원 이사회 운영관리 실무 

12) 문화원 회원관리 실무 

13) 시, 도, 종앙 공모사엽 응모 실무 

14 ) 문화답사 기획능력과 관리 실무 

검
 
경
 
경
 
경
 
갱
 
갱
 
갱
 
갱
 

건
 
π
μ
τ깅
 
π
ω
π
ω
γ
α
기
 낀
 
긴
 
긴
 
갱
 
갱
 
갱
 
갱
 

v . 개발 되기를 희망하는 교육 주제와 분야(오픈 응답) 29 

VI. 교육방식과기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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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계표 

[ . 먼저 스스로 자신의 문화원 근무에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능력 수준에 비하여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더 이싱-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생각하시띤서 다음 
항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무
 

l 시
 己

口T 사
 

1 
l 
4 

평점 (1∼5), n=84 

1)워드나한글등보고 2)엑셀을활용한 자료 3)엑셀을활용한장부 
용문서 꾸미기 정리와도표만들기 정리(수입/지줄관리) 

전체 3.44 3.08 3.02 

'c,f A: 〈그4 3.29 2.97 2.79 

성별 
여성 3.57 3.17 3.22 

20대 3.29 3.06 3.18 

30CH 3.58 3.25 3.08 
연령별 

40대 3.53 3.21 3.05 

50대이상 3.33 2.83 2.83 

대리 01하 3.49 3.22 3.22 

직급별 과장 3.39 3.04 2.96 

국장 3.40 2.8 5 2.70 

l 년 이하 3.43 3.14 3.29 

업계 2∼5년차 3.45 3.06 2.88 

경력 
6∼10년차 3.63 3.38 3.42 

연수별 

11년차이상 3.08 2.54 2.3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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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통계표 

[ . 먼저 스스로 자신의 문화원 근무에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능력 수준에 비하여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생각하시딴서 다음 
헝-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 다. 

1. 사무실무(계속) 

평점 (1∼5) , n=84 

4)파워포인 E 문서 작 5)파워포인 E를 활용한 6)회계 및 세무 처리 실 
Aζ~ 발표〈킬 -口「느6 근 「#

전체 2.92 2.95 2.95 

남성 2.82 2.95 2.66 

서ζ〉벼 2 

여성 3.00 2.96 3.20 

20대 3.29 3.24 2.76 

30대 3.08 2.96 3.08 
연렁별 

40대 2.84 2.95 2.84 

50대이상 2.54 2.75 3.04 

대리 01하 3.24 3.07 2.93 

지-,그 』j 벼 2 과장 2.48 2.65 3.09 

국장 2.75 3.05 2.85 

l년 이하 3.07 3.21 2.93 

업계 2∼5년大} 2.94 2.94 2.73 

경〔그려 -「
6∼10년차 3.25 2.96 3.17 

연수별 

11년차이상 2.08 2.69 3.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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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롱계표 

[ . 먼저 스스로 자신의 문화원 근무에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능력 수준에 비하여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생각하시딴서 다음 
헝-꽉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교양 

평점(1∼ 5), n=84 

1)일반인과 만나서 다양한 주제를 2)문화원관계자들과 만나서 다양한 
놓고대화할수있는능력 주제로대화하는능력 

전쳐| 3.35 3.29 

남성 3.53 3.47 

성별 
여성 3.20 3.13 

20대 3.06 2.88 

30대 3.29 3.25 
연령별 

40대 3.53 3.58 

50대이상 3.46 3.38 

대리 01하 3.17 3.07 

~ 二닙1 I: E혀E 과장 3.26 3.22 

국장 3.80 3.80 

l 년 이하 3.21 3.07 

업계 2∼5년차 3.45 3.30 

경력 
6∼10년자 3.21 3.29 

t.〕디~-」「‘ I: E셔르 

11 년차이상 3.46 3.46 

7 



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통계표 

I. 먼저 스스로 자신의 문화원 근무에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능력 수준에 비하여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생각하시띤서 다음 
항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 다. 

3.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 

평점(1∼ 5), n=84 

1 )주변친구들과소 2)문화원 이용자들 3)직원/관계자와 이회의에 참석하 
통하고필요시 내 과소통하고 팔요 소통하고필요시 여 내 의견을 말하 
의도를관절하는 시 그들을 이끄는 내 의도를관절하 고합의를도줄하 

느력 느r「~ 2 -「 上; 느〔=근 「예 」 늑E 

전체 3.46 3.40 3.3 5 3.14 

남성 3.45 3.42 3.45 3.29 

성별 I 
여성 3.48 3.39 

-
3.26 3.02 

20대 3.24 2.94 2.94 2.76 

30대 3.25 3.17 3.29 3.04 
연령별 ----------------------------------- ’---

40대 3.68 3.79 3.47 3.26 

I so대이상 3.67 3.67 3.58 3.42 

| 대리 0 1하 3.29 3.10 3.20 2.95 
• --

지--,二 .J 벼 ξ크 과장 3.52 3.57 3.35 3.13 

국장 3.75 3.85 3.65 3.55 

1년 이하 3.36 3.07 3.29 3.07 

업계 2∼5년차 3.45 3.39 3.30 3.09 

경력 

rι"ti :::"-「배E ! ’ 6∼ 10년차 3.58 3.54 3.50 3.17 
--

11년차이상 3.38 3.54 3.23 3.3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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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통계표 

[ • 먼저 스스로 자신의 문화원 근무에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능력 수준에 비하여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생각하시띤서 다음 
항목을체크해주시기 바람니다. 

3.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계속) 

평점 (1∼5), n=84 

5)회의용 자료를 6)회의에 필요한 기상대방의 기분과 8)상대방을 기분 
만들어 회의를원 사람을찾아잠석 감정을이해하고 좋게만들고같이 
활하게 진행하는 하게하여합의를 공감하는능력 어떤 일을함께하 

#[;E「1 도출하기 느늑력 

전체 3.12 3.20 3.60 3.51 

남성 3.24 3.32 3.50 3.42 

성별 
여성 3.02 3.11 3.67 3.59 

연령열 || 「! ::대대대---
2.65 2.82 3.53 3.47 

3.04 3.04 3.38 3.38 
-- --------------

3.26 3.53 3.79 3.63 

so대이상 3.42 3.38 3.71 3.58 

대리 01하 2.80 2.93 3.46 3.37 
------- --

----;쪽파편= 과장 3.13 3.35 

국장 3.75 3.60 3.65 3.50 

2.93 2.93 3.29 3.36 

엉계 : .'_-,:년년자:.q 3.09 3.18 3.55 3.27 

경력 
------ •------------ -----------------

3.13 3.29 3.83 3.79 
연수별 - }---------------------------------

11년차이상 3.38 3.38 3.62 3.77 

9 



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통계표 

I. 먼저 스스로 자신의 문화원 근무에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능릭 수준에 비하여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생각하시띤서 다음 
항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람니다. 

4. 전문성 

평점(1∼ 5), n=84 

1)우리문화원 이용자/고 2)우리문화원이 꼭 지켜 3)우리원의 활성화를 위 
객의욕구를이해하고 야하며 지향해야할방 해 무엇을 더 해야할지 

파악하기 향을제시하기 저|시하기 

전체 3.44 3.38 3.27 

남성 3.55 3.61 3.42 

서〈〉벼 2 

여성 3.35 3.20 3.15 

20대 3.47 3.00 3.00 

30대 3.29 3.25 3.08 
연령 별 ----------- ‘--‘------------. 

40대 3.42 3.53 3.32 

50대이상 3.58 3.67 3.63 

대리 01하 3.37 3.17 3.15 
}-----

직급별 과장 3.30 3.30 3.09 

국잠 3.75 3.90 3.75 

1년 이하 3.36 3.07 3.14 
}------ -

업계 2∼5년차 3.36 3.39 3.27 

경ιJ 려 -「
{-------
6∼ 10년차 3.54 3.33 3.25 

연수별 }--------- -
11년차이상 3.54 3.77 3.4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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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계표 

I . 먼저 스스로 자신의 문화원 근무에 핀요한 지식과 필요한 능력 수준에 비하여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생각하시띤서 다음 
항목을 체크해주시기 바팝니다. 

4. 전문성(계속) 

평점 (1∼ 5), n=84 

4)이용객/고객을 관리하 5)새로운고객을 더 늘 6)이용객들과 소통하는 
는방안을알고활성화 이고문화원을활성화시 방법을알고개선시킬 

시킬능력 킬방안제시 上52-「#

전체 3.26 3.18 3.33 

남성 3.26 3.32 3.39 

성별 ------------- --‘-------------
여성 3.26 3.07 3.28 

20대 3.29 3.24 3.18 

30대 3.04 2.92 3.21 
연렁별 --------------------·----------------,------------------ -------------------

40대 3.32 3.21 3.37 

」----------------------------------------- -
50대이상 3.42 3.38 3.54 

대리 01하 3.17 3.07 3.22 
1------

」--------------------------------------- ---------------
지--,그 는j 벼 E프 과장 3.17 3.04 3.30 

---- }----------
국장 3.55 3.55 3.60 

1년 이하 3.14 3.36 3.29 

업계 2∼5년太} 3.21 3.06 3.30 

Xι」j 근 ~ ----
6∼ 10년차 3.42 3.25 3.42 

연수별 ----“---‘--‘--‘·‘-------- -----------------“‘‘--------‘-----------
11 년차이상 3.23 3.15 3.31 

11 



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통계표 

[. 먼저 스스로 자신의 문화원 근무에 필요한 지식과 펀요한 능력 수준에 비하여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생각하시띤서 다음 
항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전문성(계속) 

평점 (1∼5) , n=84 

7)서비人를 더 잘 제공 8)우리문화원의 수입을 8.1)시/도/중앙 공모사업 
하는방법을알고개선 더증가시킬수있는개 에 지원하여 예산을확 

하는방안 선방안 보할능력 

전체 3.27 3.05 3.01 

남성 3.29 3.16 3.16 

성별 
여성 3.26 2.96 2.89 

20대 3.18 2.76 2.53 

·-
30대 3.13 2.83 3.13 

연령별 

놔띔;「--월- 3.11 3.16 

3.42 3.13 

대리 0 1하 3.17 2.83 2.78 
--------

직급별 과장 3.22 3.04 3.17 

국장 3.55 3.50 3.30 

1 년 이하 3.07 2.93 2.93 
-------

업계 2∼5년차 3.30 3.00 2.94 
------ -‘ 

켜ιJ 려 -「
6∼10년太f 3.42 3.04 3.13 

연수별 -“------------‘-------------‘-----
11 년차이상 3.15 3.31 3.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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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계표 

[. 먼저 스스로 자신의 문화원 근무에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능력 수준에 비하여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더 이상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생각하시띤서 다음 
헝-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람니다. 

4. 전문섬(계속) 

평점 (1∼ 5), n=84 

9)우리원의 다양한 1이우리원의 발전 11)우리원의 활성 12)우리원의 수입 
업무중꼭필요한 에 꼭필요한사람 화에 필요한 시설/ /지줄 내역을 알 
분야를잦고집중 /단체를잦고관계 인력/자원을알고 고 개선할방안제 

oPI 유지 육석 시f하71 

전체 3.21 3.32 3.11 3.24 

남성 3.45 3.47 3.34 3.26 
--------------

여성 3.02 3.20 2.91 3.22 

20대 3.06 3.41 2.88 2.82 
------

30대 3.21 3.21 3.04 3.21 
연령 별 --------

40대 3‘ 21 3.26 3.32 3.16 

so대이상 3.33 3.42 3.17 3.63 

| 대리 Ole 3.05 3.17 2.98 2.95 

직긍열{찮 
•-----------------------------

3.13 3.22 2.91 3.39 

3.65 3.75 3.60 3.65 

3.14 3.21 2.86 2.93 

업계 3‘ 15 3.27 3.18 3.06 

경ιJ 려 -「
--r----------

•---- ------------------------- •-- --------------------------
6∼10년자 3.38 3.42 3.08 3.54 

연수별 ------------
「--걱뚫-「 11년차이상 3.15 3.38 3.46 

13 



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룡겨|표 

]] . 다음 중 어느 분야의 능력 향상이 나에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점 (1∼5), n=84 

l. 사무실무 2 . 일반교양 
3. 커뮤니케이선 

4. 전문성 
지식과 λ킬 

전쳐| 3.92 3.67 4.06 4.29 

남성 3.84 3.63 3.97 4.26 

서0 벼 ξE 

여성 3.98 3.70 4.13 4.30 

20대 4.24 3.82 4.24 4.18 

30대 4.17 3.67 4.00 4.42 
연령별 』--------------------“-------1------------------

40대 3.63 3.37 3.95 4.21 

50대이상 3.67 3.79 4.08 4.29 

대리0 1하 4.05 3.71 4.02 4.20 
---

직급별 과장 3.70 3.52 4.04 4.3 5 

국장 3.90 3.75 4.1 5 4.40 

1 년 이하 4.00 3.79 4.00 4.29 

‘----
업계 2∼5년차 3.94 3.48 3.94 4.12 

경력 
6∼10년차 4.00 3.92 4.29 4.63 

연수별 

11년차이상 3.62 3.54 4.00 4.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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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통계표 

ill. 앞으로 수행할 새로운 시스템의 교육은 다음 중 어떠한 분야의 능력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예컨대 어떤 능력은 중요하지만 교육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면 집 
중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 

평점 (1∼ 5) , n=84 

1. 사무실무 2. 일반교앙 
3. 커뮤니케이션 

4. 전문성 
지식과 A킬 

전체 3.77 3.54 4.05 4.37 

」d~ 3.68 3.58 4.03 4.32 

서0 벼 2 
{----------

여성 3.85 3.50 4.07 4.41 

20CH 4.12 3.59 4.24 4.18 
• --

30대 3.92 3.75 3.92 4.50 
연령별 ---------------- .““----------- --------------------

40대 3.47 3.16 3.89 4.32 

50대이상 3.63 3.58 4.17 4.42 

대리 0 1하 3.80 3.61 -----씌-」----뀔---
지_,.:: 는J 벼 2 과장 3.70 3.48 

국장 3.80 3.45 4.20 4.50 

1년 이하 3.86 3.64 4.00 4.14 
{-----

업계 2∼5년차 3.79 3.45 4.03 4.30 

경력 
6∼10년차 3.83 3.67 4.08 4.67 

연수별 

11년차이상 3.54 3.38 4.08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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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통계표 

ID-1. (국장 급 이상의 간부만 응답 要) 직원 능력을 향상을 위해 어떤 분야에 집중하7 
름 원하십니까? 

평점 (1∼5) , n=33 

1 . 사무실무 2. 일반교양 
3. 커뮤니케이선 

4. 전문성 
지식과스킬 

전체 3.73 3.48 4.24 4.33 

'ct"' 〈에그 3.82 3.50 4.41 4.45 

성별 
여성 3.55 3.45 3.91 4.09 

20대 5.00 3.00 5.00 5.00 
{ 

30대 3.57 3.57 4.29 4.29 

연령별 
40대 3.60 3.20 4.20 4.40 

50대이상 3.80 3.67 4.20 4.27 

대리 0 1하 3.57 3.29 4.29 4.29 
} 

지-.그 '=' 벼 E므 과장 3.43 3.43 3.71 3.86 

국장 3.89 3.58 4.42 4.53 

l 년 이하 4.25 3.75 4.50 4.75 
-------------------------------

업계 2∼5년차 3.93 3.53 4.40 4.40 

경ιJ 려 -「
6∼ 10년차 3.14 3.14 3.86 4.14 

t.、F「‘- ~ 
「---------------------------------

11년차이상 3.57 3.57 4.14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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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통계표 

IV. 다음은 분야별 커리쿨럼 게말주제입 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교육프로그렘에서 
다루어주기를 기대하는 분이: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실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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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9 3.08 3.35 3.68 

성 별 I ~; I --격뿔+뽑;-----「---~뚫T 늄 
H;꽁+---뚫---

~ , 5펴a상 ~ ;~ t 켰늪H I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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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통계표 

IV. 다음은 분야밸 커리쿨램 개띈주채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주기를 기 대하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실무 능력(계속) 

평점 (1∼ 5) , n=84 

5)엑셀 자료 정리, 도표 6)엑셀 수입/지출 장부 7)회계/세무 처리 실무 
만들기 정리능력 

전체 3.44 3.61 3.83 

El""' 〈그{ 3.42 3.58 3.84 

서ζ〕 벼 2 

여성 3.46 3.63 3.83 

20대 3.35 3.65 3.94 

30CH 3.46 3.79 4.04 
연령별 -----------------------”-i-· 

40대 3.26 3.37 3.63 

50대이상 3.63 3.58 3.71 

대리0 1하 3.27 3.54 3.78 

~그 』j 벼 2 
과장 3.70 3.78 4.04 

국장 3.50 3.55 3.7(]

1년 이하 3.50 3.57 3.64 

업계 2∼5년太f 3.27 3.39 3.70 

검ιJ 려 -「
6∼10년차 3.42 3.92 4.17 

연수별 

11년차이상 3.85 3.62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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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통계표 

IV. 다음은 분야별 커리쿨럼 개발주제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협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주기를 기 대하는분야를선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교앙 

평점(1∼5), n=84 

1 )국사 및 세계사 
2)우리 지역 문화사(인물, 3)터|마/관광 여행과 국 
자연, 환경, 전통, 역사) 내 지리/문화유적 

전체 3.50 3.92 3.77 

남성 3.53 3.95 3.74 

성별 i ‘- --“-----------‘-------------‘------

여성 3.48 3.89 3.80 

20대 3.06 

30대 3.71 
연령별 」-------------------- -

40대 3.42 

50대이상 3.67 

대리 01하 3.32 3.85 3.83 

•-------------- ----- -
지--,二 .J 벼 2 과장 3.65 3.83 3.70 

-----------
국장 3.7(] 4.15 3.75 

l년 이하 3.50 3.79 3.71 
} 

업계 2∼5년차 3.42 3.91 3.82 

경력 
6∼10년太f 3.63 3.96 3.79 

연수별 ~-----------
•-------------------------------- --------- -----------------

11 년차이상 3.46 4.00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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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통겨|표 

rv . 다음은 분야별 커리쿨럼 개발주제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주기를기대하는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 교양(계속) 

펑점 (1∼ 5), n=84 

4)문화예술사 5)전통문화예술 
6)죄근 이슈가 되는 영화 
/연극;c 라마 이해하기 

전쳐| 3.67 3.92 3.26 

'ct"' 〈그{ 3.66 3.89 3.32 

성별 
여성 3.67 3.93 3.22 

20대 3.24 3.5: I 3.41 
비--------

30대 3.71 4.0 3.21 
연령별 

「|뼈τ。J이상T | 「τ-- 4.05 3.37 

3.96 3.13 

대리이하 3.49 3.83 3.37 
{------} 

직급별 과장 3.96 4.00 3.17 

←-------------------」-
국장 3.70 4.00 3.15 

l년 이하 3.50 3.71 3.50 

•------------------•-
업계 2∼5년太} 3.58 3.88 3.21 

경력 --
6∼10년차 3.92 4.17 3.29 

연수벌 
←-------------------」-

11년자이상 3.62 3.77 3.08 

20 

55 



톨응끼년~‘iJI끊•J월톨잉f.:ll'nt:•”혐를I암•J ' 1·•를·~』L:-"'~~-

56 

부록 통계표 

N. 다음은 분야별 커리쿨럼 개발주체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협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주기를 기 대하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 교앙(계속) 

평점 (1∼ 5) , n=84 

7)죄근 이슈가 되는 대 I 8)죄근 이슈가 되는 대 1 9)죄근의 성곰적 인 국내· 
중음악/뮤지컬 이해하게중문화 트렌드 이해하기 | 오| 문화 사업 사례 

전체 3.31 3.56 3.92 

성열 F꿇 3.42 

3.22 3.65 3.89 

20대 

30대 

연령별 -==격짧;;;±=렬±짧=二 
40대 3.37 3.47 3.84 

so대이상 3.17 I 3.33 I 3.83 

대리 01하 3.44 I 3.71 I 3.93 

지-;그 는j 벼 21 과장 3.26 I 3.43 I 3.91 

국장 3.10 3.40 3.90 

1년 이하 

::: : 3.64 업계 2∼5년차 

3.79 

4.06 

경력 
6∼10년차 

연수별 
4.08 

11년차이상 3.08 3.31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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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통계표 

IV . 다음은 분야별 커리쿨럼 개발주체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주기를 기 대하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 교앙(계속) 

평점 (1∼ 5), n=84 

1이죄근이슈가되는고 11)정치 경제 및 사회 이 12)사회적 기업, 협동조 
급문화/예술사례 슈 E렌 I 합등사회적 경제 

전체 3.80 3.31 3.55 

남성 3.79 3.26 3.37 

성별 
여성 3.80 3.35 3.70 

20대 4.00 3.35 3.53 
{------

30대 3.63 3.21 3.63 
연령별 」---------------------

40대 3.84 3.53 3.68 
-----------

50대이상 3.79 3.21 3.38 

대리 01하 3.83 3.32 3.54 

•- ------------------
~ 

Z「l 그님벼 2 과장 3.83 3.35 3.61 
•----{ 

국장 3.7(] 3.25 3.50 

1년 이하 3.93 3.21 3.29 

----‘------』‘·

업계 2∼5년차 3.82 3.15 3.52 

경력 
{-

6∼10년차 3.88 3.63 3.83 
연수별 { 

11년차이상 3.46 3.23 3.3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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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계표 

IV. 다음은 분야별 커 리쿨럼 게발주제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힘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주기를 기 대하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람니다. 

3.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 

평점(1∼ 5), n=84 

1) 남녀 차이에 따 2)문화 차이에 따 3)성격 차이에 [[f 4)서| 대 차0 1 에 따 
~프r -끼‘‘-트C그등님 C그~~ 른소통방식 르-i:::=- -λ‘-토C> 바 〈그 A ~ ~응r -끼L、-~~~ 

전체 3.44 3.70 3.50 3.74 

남성 3.45 3.76 3.47 3.84 

성별 
--r-------

여성 3.43 3.65 3.52 3.65 

20대 3.47 3.76 

30대 3.50 3.75 
연렁별 {-----------

40대 3.53 3.63 

50대이상 3.29 3.67 

대리 0 1 하 3.37 3.68 

::: : rn 
·----

지-i그 는j 벼 E므 과장 3.43 3.74 3.74 

국장 3.60 3.70 3.60 3.75 

1 년 이하 3.36 3.71 3.36 3.57 

업계 2∼5년차 3.58 3.64 3.58 3.73 

경력 
6∼10년자 3.25 3.83 3.46 3.83 

b피 -ι「'-. to E쳐 {-----------
11년차이상 3.54 3.62 3.54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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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통계표 

rv . 다음은 분야별 커리쿨럼 개밸주제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주기를 기 대하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스킬(계속) 

평점 (1∼ 5) , n=84 

5 )문화와공감 능 6)갈등의 유형과 
기호|의 하는 방법 

8)리더십 이론과 
력/인성 교육 해결방법 사려| 

전체 3.92 3.76 3.88 3.89 

'c그t.A C서3 3.97 3.82 3.95 3.87 

서0 벼 2 

여성 3.87 3.72 3.83 3.91 

20대 3.82 3.71 3.82 3.94 

30 CH 4.04 3.75 3.92 3.79 
연령 별 

40대 3.89 3.89 4.11 4.26 

so대이상 3.88 3.71 3.71 3.67 

대리 0 1하 3.93 3.76 3.76 3.90 

직급별 과장 3.78 3.78 3.91 3.83 

국잠 4.05 3.75 4.10 3.95 

l년 이하 3. 57 3.71 3.86 3.86 
t--------- --------

업계 2∼5년차 3.97 3.88 4.00 3.91 

경ζ그려 -「
4.08 3.67 3.75 3.92 

연수별 

11년차O 3.85 3.69 3.8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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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계표 

N . 다음은 분야별 커리쿨램 개벨주제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주기를 기대하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문성 

평점 (1∼ 5), n=84 

1)이용객 욕구파악 A 2)고객세분화l 세분화 3)끄로그램‘행사의 홍보 
킬(인터뷰 A킬 및 설문 상품기획, 포지셔닝 등 및소설미디어 등 매체활 

조사 방법) 마케팅전략 용전략 

전체 3.81 3.69 3.94 

남성 3.79 3.68 3.87 

성별 •------------------ -----------------
여성 3.83 3.70 4.00 

20CH 3.88 3.82 3.94 
-------‘--“‘--‘---‘--------------‘------------------------------------------- ---------------

30대 3.96 3.67 4.13 
연령별 ---」-------------------------------------」--------------------------------------

40대 3.79 3.58 4.00 
-』

so대이상 3.63 3.71 3.71 

대리 0 1하 3.90 
----

직급별 과장 3.70 3.96 
----

국장 3.7(] 3.65 4.0C]

l 년 이하 3.79 3.36 3.64 
----{ 

업계 2∼5년大f 3.82 3.82 4.00 

켜C그려 -, 

6∼10년차 3.83 3.67 4.08 
연수별 -

11년차이상 3‘77 3.77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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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 통계표 

N. 다음은 분야별 커리쿨럼 게펀-주제입 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주기를 기대하는 분야를 선빅해 주시기 바람니다. 

4. 전문성(계속) 

평점 (1∼5) , n=84 

4)비영리 경영과문화 5)유럽 등선진 문화경 6)(장기간 연속되는)끄로 
비 Z니λ 실무 영활동사례 젝 E 기획과사례 

전체 3.81 3.61 3.90 

남성 3.68 3.58 3.71 

서0 벼 2 -
여성 3.91 3.63 4.07 

20대 3.82 3.65 3.88 
1-----1-

30대 4.04 3.67 4.13 
연령별 

40대 4.00 3.68 3.95 
{-------←~---------“-----낙· 

50대이상 3.42 3.46 3.67 

대리 0 1하 3.76 3.66 3.78 

----------
직급별 과장 3.78 3.57 4.09 

국장 3.95 3.55 3.95 

l년 이하 3.57 3.71 3.71 

업계 2∼5년차 3.82 3.61 3.85 

경〔그려 -「
6∼ 10년차 3.96 3.67 4.17 

연수별 -------- ----------------------------------------•-
11년차이상 3.77 3.38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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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계표 

IV. 다음은 분야별 커리쿨럼 게벌주제입 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주기를 기대하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문섬(계속) 

평점 (1∼5) , n=84 

7)(일회성, 연간 반 8)한국 사회와문 
9)심리치료와문화 1이지역공동체 헝 

복되는)행사기획t 화정잭(현황 및 변 
/예술 성과문화/예술 

관리실무 화 E 렌 C) 

전체 3.75 3.77 3.38 3.88 

'aλ ci 3.45 3.71 3.34 3.95 

서0 벼 2 ---------- •- ---------------------
여성 4.00 3.83 3.41 3.83 

20대 3.88 3.65 3.35 3.71 
-

30대 3.92 3.92 3.33 4.00 
연령 별 

40대 3.79 3.84 3.53 4.05 
{------

so대이상 3.46 3.67 3.33 3.75 

대리 0 1하 3.71 3.71 3.27 3.80 

직급별 과장 4.00 3.91 3.61 3.91 
-------

국장 3.55 3.75 3.35 4.00 

1 년 이하 3.50 3.57 3.36 3.71 

업계 2∼5년차 3.70 3.70 3.30 3.94 

경C그려 -「
6∼ 10년太} 4.00 4.04 3.50 3.96 

연수별 --}------------------------------」-----------------------------------
11년차이상 3.69 3.69 3.38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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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압외 

부록;통계표 

IV . 다음은 분야별 커리쿨럼 개발주체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협회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주기를 기 대하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람니다. 

4. 전문성(계속) 

평점 (1∼5) , n=84 

11)문화원 이사회 12)문화원 회원 13) 시j 도, 중앙 공 14)문화답사 기획 
운영관리 실무 관리실무 모사업응모실무 능력과관리 실무 

전체 3.51 3.62 3.75 3.70 

남성 3.42 3.55 3.74 3.63 

성별 
여성 3.59 3.67 3.76 3.76 

20대 3.24 3.24 3.53 3.65 

30대 3.75 3.96 4.00 3.92 
연렁별 --------‘-----------------‘-- ‘1 

40대 3.63 3.63 3.84 3.63 

50대이상 3.38 3.54 3.58 3.58 

3.29 3.54 3.61 3.68 

지-,二 .J- 벼 2 과장 3.87 3.83 3.87 3.91 

국장 3.55 3.55 3.90 3.50 

l년 이하 3.14 3.29 3.29 3.50 

업계 2∼5년차 3.33 3.39 3.73 3.64 

견ζ그려 -「
6∼ 10년大f 3.83 4.08 4.13 3.96 

여L」-λ「벼2 --,-

11년차이상 3.77 3.69 3.62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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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계표 

v. 위 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서 커리쿨럼에서 개받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발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6 

[사무 실무관련] 

업무 기본 예절 - 통화 나 대화 등 

문화강좌에 대하여 - 동아리 개설 및 유지관리 실무 

언론홍보 및 마케팅과 홍보를 연결한 사례 연구 

[전문성 강화관련] 

문화해설사 양성 및 사후 관리사례 

실버 관련 전문성 개발 - 노인의 삶을 조명하는 생애 구술사 사업이나 자긍심 

고쥐와계증간소통등 

[지 역 특성/전문성 관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사업 기획과 관리실무 

지방문화원 사업 성공 사례 

지방문화원의 자생 방안 강구 

자기 지역 향토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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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와원연합외 

부록;통계표 

VI . 교육 방식과 기간은 어 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단위(%), n=84 

@무박1 
@무박l @l박2일 ®2박3일 @2박3일 @3박4일 

일 매달 1 
일격월 연간2회 연간1호1 연간2호| 연간1호| 

@기타 겨| 
호| 

전체 8.3 19.0 36.9 13.1 11.9 4.8 6.0 100.。

남성 10.5 18.4 26.3 23.7 13.2 7.9 0.0 100.。

서C> 벼 E크 
여성 6.5 19 ‘ 6 45.7 4.3 10.9 2.2 10.9 100.。

20대 5.9 29.4 23.5 5.9 11.8 5.9 17.6 100.。

--- - +-

30대 4.2 16.7 54.2 12.5 8.3 4.2 0.0 100.0 
연령별 - --

40대 10.5 10.5 36.8 5.3 21.1 10.5 5.3 100.0 

50대이상 12.5 20.8 29.2 25.0 8.3 0 ‘ 0 4.2 100.。

대리 01하 7.3 22.0 36.6 14.6 7 ‘ 3 4.9 7 ‘ 3 100.0 
------

직급별 과장 13.0 13.0 43.5 0.0 21.7 0.0 8.7 100.0 
----------- -----

국장 5.0 20.0 30.0 25.0 10.0 10.。 0.0 100.。

l 년 이하 7.1 21.4 35.7 7.1 14.3 0.0 14.3 100.0 
------------- 」---------

업 계 2∼5년太f 9.1 24.2 27.3 15.2 15.2 6.1 3.0 100.0 

경ζJ 려 -「
6∼10년차 4.2 12.5 50.0 16.7 8.3 4.2 4.2 100.。

연수별 -------------•------
11년차이상 15.4 15.4 38.5 7.7 7.7 7 ‘ 7 7.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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