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문서는 2012. 대구교총-대구시교육청 교섭 합의문 제26조 '교육청은 대구교총이 발송한 공문을 각 교육(행정·연구)기
관에서 성실하게 정식 절차에 의거 접수하도록 지도한다.[2013. 8. 14. 시행]'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각 교육기관장(연수 담당자)

(경유)
제목

2019학년도 대구교총 동계 교원 직무연수 신청 안내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주최, 대구교총 주관 및 대구시교육청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 지
정‧운영 지침에 따라 승인된 2019학년도 동계 직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개설 ․ 운영하니, 많
은 신청 부탁드립니다(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육부 지정 연수기관으로 대구광역시교
육청 지정 연수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연수 과정 개요
가. 연수 일정
연수명
(신규과정)
2019. 골프
챌린지(하)
2019.
파크골프
챌린지(하)
배구의
실제(하)

연수 기간

시 인
간 원

2020. 1. 9.(목) ~ 1. 17.(금)
09:00~13:00(6일)/15:00(1일)
※ 주말 강의 없음.

2020. 1. 6.(월) ~ 1. 10.(금)
09:00~16:00(5일)

가죽공예
(학생 동아리 2020. 1. 13.(월) ~ 1. 17.(금)
지도 역량 제고) 09:00~16:00(5일)

연수 장소

승인기관

⁍ 비즈니스골프클럽
(달서구 용산동)

25

150,000원

30

⁍ 강변파크골프장
65,000원
(북구 서변동)

40

100,000원

대구시교육청

2020. 1. 6.(월) ~ 1. 10.(금)
10:00~17:00(5일)
※ 대한파크골프연맹 준지도자 자격증 발급

연수비

30
⁍ 경상중 체육관
(남구 대명동)

한국교총
100,000원 ⁍ 대구북비산초과학실 종합교육연수원
25 (※재료비 별도
10~15만 원) (서구 비산동)

※ 연수명의 ‘하’는 난이도와 무관합니다.
나. 연수 대상: 대구 관내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기간제 교원 제외)
다. 신청 기간: 2019. 12. 6.(금) 17:00까지 신청순 마감
※ 신규 개설 과정이니 많은 신청 바라며, 인기 강좌의 경우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 방법: 대구교총 팩스(053-655-2610)로 신청서 전송(접수 확인 요망)

※ 상세 안내 및 신청서는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 ‘공지’ 및 ‘팝업’ 다운로드
마. 연수비 입금 : 2019. 12. 6.(금)까지, 농협 708-01-000365 / 예금주 대구교총
바. 연수 개설 여부 및 확정자 공지
➟ 2019. 12. 9.(월) 13:00 홈페이지(www.tfta.or.kr) ‘공지’ 탑재. 끝.

담당 정책과장 권현성
협조자 정책국장 이미경

사무총장 서상희

조직국장 김은주

시 행 대구교총-209(2019. 11. 13.)
우 42484

부회장 백경숙 서진교
직원 장종현

접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70(대명동) 5층

전 화 (053)655-2680 전 송 (053)655-2610

회장 박현동

/ www.tfta.or.kr(한글 ‘대구교총’)

기안자 divakwon83@daum.net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