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육 (7개 과정) 

•사고는 NO! 안전은 OK!(30차시)
•학교 안전 위험성진단 Skill Up(15차시) 등

3년마다 
15시간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4개 과정)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15차시)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지원(15차시) 등

1시간 이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8개 과정)

•장애학생의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30차시)
•현장중심의 통합교육(15차시) 등

연1회 이상

 자살 예방교육 (2개 과정)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15차시)
•전문가가 알려주는 학생자살예방(15차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 (15개 과정)

•사이버 폭력대응 지도역량 기르기(15차시)
•어울림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12차시) 등

학기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3개 과정)

•올바른 성문화 만들기(5차시)
•성인지 Up 인권 Up 직장내 폭력예방교육(15차시) 등

주제별 연1회, 
1시간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3개 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6차시)
•교육가족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해하기(6차시) 등

연 1회 이상

 통일교육 (2개 과정)

•문화로 읽는 통일(21차시)
•인문학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17차시)

연 1회 이상

• 학생들과의 관계가 고민인가요? 

소통, 공감을 통해 행복한 학급을 

함께 만들어요.

•  대중가요,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통일이야기 속으로 gogo!

•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같이 고민해요.

•  미리 준비하는 인생 2막! 

나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퇴직 후 삶을 설계해보자!

•    소설 「혼불」의 여뀌, 추사가 사랑한 수선화 

문학, 역사 속 야생화 이야기와 함께  

재미있는 힐링여행을 떠나요.

➊ 스토리와 함께하는 야생화 산책

➌ 문화로 읽는 통일

➎ 미세먼지 대응교육

➍ 제2의 전성기, 당당한 나를 위한 퇴직 후 인생설계

➋ 소통하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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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www.neti.go.kr

#교직원 #법정의무연수 #어떤_것이_있을까? #신규 #새로_왔어요 #추천해요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에서는

교원, 공무원을 비롯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원격연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통, 협업, 청렴 등 정부혁신!

다문화,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수

200개 과정 오픈!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통합교육연수)에 접속하여

지금 바로 START!

별도의 수강 신청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열린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학습을 지원하는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교육놀이, 신나게 놀아보자

•공감과 소통을 위한 교실 속 다문화 교육

•교육연극을 활용한 교실 수업

•인성이 자라나는 행복교실

•교육상황별 맞춤형 대화법

행복한 우리학급 만들기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neti.go.kr) 과정안내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

진도율 90% 이상 + 수료 평가 60점 이상

강의실 홈에서 직접 이수처리 가능 
강의실 홈에서 직접 나이스 전송 가능

※ 모바일 앱(통합교육연수)으로 수강신청, 학습, 설문, 시험까지 가능

나의학습방 - 수강과정

- 강의실입장

교양으로 공감의 폭 넓히기

정책이해에 날개 달기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혁신  

• 고교학점제 이해 및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운영

•초·중등교원을 위한 청렴연수   

•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 교육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위한 인구교육

•스토리와 함께하는 야생화 산책

•한눈에 쏙쏙 우리 역사 이야기

•오페라로 풀어보는 인문학 퍼즐

•작가의 숨결 따라 걷는 문학여행 

•제2의 전성기, 당당한 나를 위한 퇴직 후 인생설계

   #이런_연수_어때요? #교육공무원 #원격 #함께해요

    #원격연수는_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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