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에게 

힘을 주는

창비교육연수원으로 

초대합니다.

#교육부와 MOU 체결

#대외 공신력 우수 연수원

#교사 모니터링단 수강 만족도★★★★★

#수강자 평가 강사 선호도 최우수



학교가 살아나고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 공간의 변화! 

학교는 어떤 공간일까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면서 왜 학교는 학생만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학

교는 좀 더 즐겁고 유쾌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학

교 공간을 바꾼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시작된, 그리고 시작될 학교 공간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창비교육, 교육부와 MOU 체결

‘개원 1년 만에 공신력 있는 연수원으로 거듭나’

▲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강일우 창비교육 대표이사가 민간 참여형 학교공간혁신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양해 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학교 공간, 

직무 연수 / 2학점 / 30시간 / 학급 경영

김태은, 배성호, 이승곤, 이영범, 편해문, 홍경숙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교공간혁신 교원 연수

오직 창비교육연수원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책으로도 만나 보세요. 



품격 있는 선생님을 위한 ‘클라스’가 다른 명사 특강

 

직무 연수 / 2학점 / 30시간 / 교양

‘열하일기’에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까지, 색다른 동서양의 클래식

고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시나요? 우주 유일무이의 고전 평론가 고미숙 선생님이 동서양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의 행

간에 숨겨진 반전 가득한 이야기들을 유쾌하게 들려줍니다.

직무 연수 / 2학점 / 30시간 / 교양

한번 들으면 헤어날 수 없는 강의의 달인, 유홍준 교수가 펼치는 입담의 향연

한국미술사 전체를 교양과 상식으로 이해하고 싶은 선생님을 위한 입문 강의입니다. 지나치게 학술적이거나 비평적이지 않고 청중의 눈

앞으로 다채로운 미술 문화유산을, 그에 얽힌 인물과 사연들을 생생히 전합니다.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직무 연수 / 2학점 / 30시간 / 교양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 호모 심비우스로!

세계적인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공생하는 인간으로서의 진화 대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강좌에서 인간을 비롯한 생물의 행동과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라는 울타리 속에서 모든 생명이 공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최재천의 학교로 간 호모 심비우스

직무 연수 / 1학점 / 15시간 / 수업 향상

前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작가가 들려주는 학교 글쓰기의 핵심 노하우

글쓰기 방법은 다양합니다. 100인이면 100가지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글은 다양한 글쓰기 기술이나 방법을 초월하는 무

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글쓰기를 지도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한 글쓰기 특강입니다.

글쓰기의 즐거움

고미숙의 유쾌한 고전 읽기

명지대 석좌교수 

유홍준

이화여대 석좌교수

최재천 

 前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고전 평론가 

고미숙

개설 
예정



대한민국 대표 교양 프로그램을 원격 연수로 만나 보세요.

직무 연수 / 2학점 / 30시간 / 교양

다 같이 잘 살면 좋겠습니다시즌 1

직무 연수 / 2학점 / 30시간 / 교양

시즌 1: 가치 있는 지식을 만나다

질문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불통 시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예측 불가능한 미래? 예측을 뛰어넘는 통찰이 여기 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수많은 대중이 함께 만들어 낸 

새로운 지식 콘텐츠!

직무 연수│1학점│15시간│생활 지도

교육 현장을 더욱 생기 있게 만나 보세요.

초등 교사 김택수, 이상우, 김현희 
그리고 변호사 양지열의 진짜 쓸모 있는 교권 이야기

직무 연수 / 1학점 / 15시간 / 생활 지도

알쏭달쏭 Z세대에게 다가가는
교사 유튜버의 비법 노트

직무 연수 / 1학점 / 15시간 / ICT교육



 teacher.changbiedu.com

단체연수 문의: 1833-7287

지난 1년 동안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며,

개원 1주년을 맞아 판타스틱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두 배 큰 행복
한정판! 연간 수강권 패키지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