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연필화그리기 2분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색연필화그리기 강 사 명 김민구 

강의일정 2021. 4. 5. ~ 6. 7 강의시간 매주 월요일 09:30~11:20 

강의목표  미적 심미안을 높혀 일상생활에 응용하고 마음의 안정과 작업의 집중
도를 높인다.

준비사항
톰보 4B연필, 지우개, 칼, 8절지 스케치북이나 드로잉북(200g이상), 
물티슈(수업 종료 후 책상 정리용도)

 

회기 강의주제 강의내용

1강 원근감1 사물의 원근감을 색과 선의 굵기로 표현한다

2강 원근감2 크기에 따른 원근감 표현

3강 수채기법1 대상에 따라 물을 사용하여 본다

4강 수채기법2 다른 대상 표현

5강 펜선과 혼합1 선이 중심이 되는 소재를 그려본다

6강 펜선과 혼합2 깊이 있게 표현한다

7강 순간 포착1 움직이는 사물표현을 순간 포착하는 느낌으로 표현한다

8강 순간포착2 움직이는 사물표현을 순간 포착하는 느낌으로 표현한다

9강 그림 감상 및 설명 명화나 유명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설명을 해준다

10강 비교감상 그동안 그려진 그림을 서로 감상하여 본다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화상-웹엑스)강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생활일본어 2분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생활일본어 강 사 명 오오츠루 아야카 

강의일정 2021. 4. 5. ~ 6. 7. 강의시간 매주 월요일 14:30~16:20 

강의목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표현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한다

교   재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2
 

회기 강의주제 강의내용

1강 교재 6과 
무엇을

선물했습니까?

수수동사(주다, 받다), 조사의 용법(~에게) <P.74~76>

2강 회화마스터<P.73> 말하기&읽기, 쓰기 마스터<P.77~78>

3강 교재 7과
엽서쓰는 법 
가르쳐주세요

동사의 중지형(~하고), 의뢰 표현(~해주세요) <P.86~88>

4강 회화마스터<P.85> 말하기&읽기, 쓰기 마스터<P.89~90>

5강 교재 8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동사의 중지형(~해서), 진행 표현(~하고 있습니다) <P.98~100>

6강 회화마스터<P.97> 말하기&읽기, 쓰기 마스터<P.101~102>

7강
교재 9과 

창문이 닫혀 있네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해 있다/자, 타동사의 쓰임),
접속조사(~하니까/~하는데) <P.110~112>

8강 회화마스터<P.109> 말하기&읽기, 쓰기 마스터<P.113~114>

9강
교재 10과   

가르쳐줄께요

행위의 수수표현(~해주다/받다), 
의뢰표현(~해주지 않겠습니까?) <P.122~124>

10강 회화마스터<P.121> 말하기&읽기, 쓰기 마스터<P.125~126>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화상-웹엑스)강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국어중급 2분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중국어중급 강 사 명  이행자 

강의일정 2021. 4. 6. ~ 6. 8.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14:30~16:20 

강의목표 교재의 내용을 익힌 후 상황에 맞게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

교   재 맛있는 중국어Level 2
 

회기 강의주제 강의내용

1강 제6과
我正在打太极拳 단어, 본문 익히기

2강 제6과
我正在打太极拳 어법 着, 正在…呢, 동사중첩 익히기, 연습문제 풀기

3강
제7과

去颐和园怎么走？ 단어, 본문 익히기

4강 제7과
去颐和园怎么走？ 어법 往、到、离、跟 익히기, 연습문제 풀기

5강
제8과

你们回来了！ 단어, 본문 익히기

6강
제8과

你们回来了！ 어법 방향보어, …的时候 익히기, 연습문제 풀기

7강
제9과

大家爬不了那么高 단어, 본문 익히기

8강 제9과
大家爬不了那么高 어법 …极了,  又…又…, …不了 익히기, 연습문제 풀기

9강
제10과

我要一辆出租汽车 단어, 본문 익히기

10강
제10과

我要一辆出租汽车 어법 喂, 是…吗？, 要, 吧 익히기, 연습문제 풀기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화상-웹엑스)강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쿨렐레 2분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우쿨렐레 강 사 명 이정현 

강의일정 2021. 4. 7. ~ 6. 23. 강의시간 매주 수요일 09:30~11:20 

강의목표
우쿨렐레 연주법을 배우고 연주와 함께 다양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즐거운 취미생활을 통해 인지능력 향상과 사회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준비사항 우쿨렐레 교   재 여의도 우쿨렐레(새 교재)
 

회기 강의주제 강의내용

1강 셔플 리듬 (짝사랑) 노래 부르기. 셔플 리듬 익히기. 타브 익히기 

2강 칼립소 배우기 (나성에 가면) 노래 부르기. 반주와 멜로디를 교대로 연습

3강 컷 주법 배우기 (꿈을 먹는 젊은이) 노래 부르기. 컷 주법 익혀서 반주하기

4강 아르페지오 연습 (당신은 모르실거야) 4박자 아르페지오 연습. 노래 반주하기

5강 12 beat (만남) 음표 쪼개는 연습. 12비트에 맞춰 만남 노래 부르기

6강 roll주법 배우기 (장미) 칼립소 리듬에 롤 주법 넣어서 연주 하기

7강 트롯트 리듬 배우기 (소양강처녀) 트롯 리듬 배워서 부르기 

8강 폴카 리듬 배우기 (개똥벌레) 다양한 코드 익히기. 폴카 리듬에 노래 부르기

9강 Doremi 타브완성 (도레미 송) 원곡에 충실한 타브 연습의 심화 과정 

10강 룸바 리듬 배워보기 (사랑의 이야기) 악센트 변화에 맞추어 노래하기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화상-웹엑스)강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문트기 2분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영어로 말문트기 강 사 명 이선미 

강의일정 2021. 4. 5. ~ 6. 10.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09:30~11:20 

강의목표 영어회화 향상을 위해 패턴을 익힌다.

교   재 영어회화 핵심패턴 233 기초편
 

회기 강의주제 강의내용

1강 I’m glad (that) 등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

2강 I’m... than A 등 내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3강 I’m against... 등 내 신념과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

4강 I’m getting... 등 상태의 변화를 말할 때 쓰는 표현

5강 I’m going to... 등 계획이나 결심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

6강 I’m looking forward to... 등 기대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

7강 I’m not asking for 등 상대가 나의 바라는 바를 곡해할 때 쓰는 표현

8강 You’re a good... 등 상대방을 칭찬할 때 쓰는 표현

9강 You’re always –ing 등 상대방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

10강 You’re not allowed to 등 금지 사항을 말할 때 쓰는 표현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화상-웹엑스)강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서전쓰기 2분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자서전쓰기 강 사 명 이상무 

강의일정 2021. 4. 8. ~ 6. 10.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14:30~16:20

강의목표 누구나 자서전을 쓸 수 있다 (강사의 자서전 발행 경험 소개)

교   재 없음

회기 강의주제 강의내용

1강 자서전의 개념과 
특징 자서전을 쓰는 이유와 효과

2강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글쓰기

맞춤법 검사기, 블로그, 에버노트, 구글 킵, 
구글 문서 사용법

3강 자서전 쓰는 과정 집필 계획서, 인생그래프그리기, 생애 연대표 작성하기

4강 목차 정하기 1 어린 시절 돌아보기, 나의 신념과 가치관 명세 작성

5강 목차 정하기 2 힘들었던 시절 돌아보기, 제 2의 인생 설계 명세 작성

6강 글쓰기 요령 1 글쓰기 6단계(주제-자료-개요-초안-퇴고-출판) 소개

7강 글쓰기 요령 2 쓰지 말아야 할 표현, 개정 맞춤법 소개

8강 글쓰기 요령 3 스티브 잡스 연설문을 이용한 글쓰기 요령

9강 유명 자서전 소개 프랭크린 자서전, 박경리의 암흑 시대 소개

10강
무료 종이책, 

전자책 발행하기 부크크 와 유페이퍼를 이용한 무료 책 발행하기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화상-웹엑스)강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2분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 사 명  김기자

강의일정 2021. 4. 5. ~ 6. 7. 강의시간 매주 월요일 14:30~16:20 

강의목표 나만의 컨텐츠로 사진과 영상 등을 편집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 및 관리할 수 있다.

교   재 없음
 

회기 강의주제 강의내용

1강 webex webex 기본 사용법, 
밴드(나만의 밴드 만들기)-나만의 자료방만들기

2강 무료재료
-음원 공공누리 또는 유튜브 무료음원

3강 무료 재료
-사진 및 인트로

픽사베이, 핀트레스트,pngegg 
무료 로고(인트로) 만들기

4강 갤러리 갤러리 활용 사진편집 또는 사진편집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5강 구글포토 앨범, 영화, 애니메이션, 콜라쥬만들기

6강 동영상제작을 
위한 재료준비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료 이동(사진과 음악)

7강 키네마스터 
동영상 제작1 사진, 음악 넣기

8강 키네마스터
동영상 제작2 자막 및 영상(사진)편집

9강 키네마스터
동영상 제작3 레이어를 통한 각종 효과

10강 키네마스터
동영상 제작4 동영상제작, 스마트폰으로 영상공유, 유튜브에 공개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화상-웹엑스)강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레벨업 2분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컴퓨터레벨업 강 사 명 소미정 

강의일정 2021. 4. 6. ~ 6. 10.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09:30~11:20 

강의목표 윈도우10 왕기초 동영상강좌를 들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컴퓨터 기초 
수준을 복습하며, 실습 위주로 강화한 수업입니다.  

교   재 윈도우10&인터넷&한글(렉스미디어닷넷) 참조
 

회기 강의주제 강의내용

1강 화상수업 접속하기 웹엑스를 이용한 화상수업 익히기 및 질문 남기기와 공유화면 보기

2강 시작메뉴와 창다루기 자주 사용한는 앱(프로그램) 바로가기 만들기 및 시작화면 고정하기

3강 프로그램 바로실행하기 작업표시줄 사용하기와 작업표시줄 고정하기

4강 개성만점 개인설정하기 픽사베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에서 사진검색 후 바탕화면 배경 설정하기

5강 파일과 폴더 다루기 주제별 폴더 만드는 법 및 파일 저장 및 복사하고 이동하기

6강 보조프로그램 사용하기 그림판 사용하기 및 이미지파일 폴더에 저장하기

7강 보조프로그램 사용하기 워드패드에 식사일기 작성하기 및 인터넷 사진저장 후 삽입하기

8강 구글 크롬 설치하기 인터넷에서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 검색 후 설치하기

9강 구글 계정 로그인하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후 내 아이디 리스트 삭제하기

10강 네이버자료실 
자료다운로드하기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하고 삭제하기(알툴즈로 실습)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화상-웹엑스)강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활용 2분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인터넷활용 강 사 명 소미정 

강의일정 2021. 4. 8. ~ 6. 10.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14:30~16:20 

강의목표 컴퓨터의 인터넷 위주의 수업으로 생활 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워본다.

교   재 윈도우10&인터넷&한글(렉스미디어닷넷) 참고
 

회기 강의주제 강의내용

1강 화상수업으로 인터넷 
활용하기 웹엑스 사용법 익히기 및 크롬 웹브라우저 설치하는 방법 익히기

2강 구글 크롬 설치하기 인터넷 화면 확대 및 축소하는 방법 익히기, 탭 사용법 익히기

3강 크롬과 구글 로그인 
설정 크롬 맞춤설정 및 구글 로그인하기 비번찾기

4강 북마크 관리하기 내가 즐겨찾는 사이트 폴더별로 북마크에 등록하기

5강 내컴퓨터로 정보 
가져오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 검색하고 문서화하기 및 저장

6강 스마트폰 사진 
노트북으로 옮기기 스마트폰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개인사진 다운받기

7강 네이버 블로그 활용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전제품 정보 검색하기

8강 유튜브 활용하기 건강과 홈트레이닝 관련 영상 검색하고 구독신청하기

9강 구글 지도 검색하기 구글지도로 세계여행하기

10강 쿠팡에서 여행준비하기 비행기, 렌트카, 숙박정보 검색하기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화상-웹엑스)강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생활편 2분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스마트폰-생활편 강 사 명 김기자 

강의일정 2021. 4. 5. ~ 6. 11. 강의시간 매주 금요일 09:30~11:20

강의목표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과 앱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

교   재 없음
 

회기 강의주제 강의내용

1강 webbex
내 폰 알기

- webex사용법
- 내 폰 알기(설정보기)

2강 기본앱 활용 - 말로 문자 및 톡 보내기 / 문자예약
- 녹음하고 듣기 (일반녹음과 통화중 녹음)

3강 카카오톡 - QR코드 만들기, 사진 첨부, 사진 저장 및 보기
- #테그, 친구추가, 단톡방만들기 등

4강 카메라 - 카메라촬영법 및 카메라 설정

5강 폰 사용을 편리하게 - 사진보관 및 보기(구글포토 및 갤러리) 

6강 기본앱 활용 - 손전등, 시계, 계산기
- 스케줄(달력)

7강 기본앱 및 어플 - 음악듣기, 비디오
- 유튜브(검색,저장,구독)

8강 유용한 어플 - 교통 : 버스, 지하철
- 지도(길찾기)

9강 폰으로 
인터넷(네이버)

- 뉴스보기, 검색하기, 공유하기
- 판설정

10강 네이버 - 네이버 KEEP(즐겨찾기)
- 네이버 그린닷사용법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화상-웹엑스)강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뇌건강 손유희 강의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2분기(2021년 4월 9일 ~ 6월 11일) 요일/시간 매주 금요일 / 09:30~11:20

강사명  권영옥

강의목표  나와 있는 ‘뇌‘라 불리는 손으로 노랫말이나 리듬에 맞춰 움직여 뇌 건강을 도모한다. 

수강요건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4월 09일

장미꽃 한 송이

껌 박수

손으로 말로 껌을 씹으며 워밍업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가 꽃이 되어 손 유희한다.

2강

4월 16일

묻지 마세요

치킨박수

치킨박수로 손과 입을 풀고 가사 전달, 손 유희로 뇌를 움직인

다.

3강

4월 23일

소양강 처녀

산토끼 3종 세트

리듬감을 더해 뇌를 풀 가동시켜 본다.

정신없이 뇌를 움직이면 뇌가 더 활성 된다.

4강

4월 30일
가슴 아프게

노랫말을 한 번 짚어 보며 동작을 정하고 음악에 맞춰 기억하

며 움직인다.

5강

5월 07일

차표 한 장

엄마 아빠 친구

손가락을 하나 씩 움직이는 동작

워밍업도 엄지, 검지, 전체 순으로 점진적 증진 확장한다.

6강

5월 14일

사랑의 트위스트

뽀뽀박수
트위스트를 손으로~~~ 좌뇌, 우뇌 동시 자극

7강

5월 21일
내 마음 별과 같이

반짝이는 별을 손으로 표현 하면서 손목강화와 더불어 시냅스

를 깨운다.

8강

5월 28일

일소일소 일노일노

짝짝짝
노래 제목의 의미를 한 번 더 말해보고 가삿말에 따른 손 유희

9강

6월 04일

남행열차

박수 1,2,3,5,10

박수 숫자에 낱말을 넣어 동시에 말하면서 손뼉 치기

피아노 치는 듯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표현 오이리트미

10강

6월 11일

돌아와요 부산항에

얼짱 몸짱

뱃고동 소리를 함께 내어보고 추억도 더듬어 본다.

손과 발로 가위 바위 보/박수치기(기본인지 올리기)

요청사항 빔 프로젝터, 컴퓨터, 화이트 보드, 마이크, 기타(                                )

강의방법 강의( V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V ), 기타(   )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치매예방 강의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2분기(2021년 4월 9일 ~ 6월 11일) 요일/시간 매주 금요일 / 14:30~16:20

강사명  권영옥

강의목표  적극적인 치매예방활동(뇌/읽고 쓰기/미술, 음악/놀이, 체조)으로 실천하는 치매예방

수강요건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4월 09일
치매가 뭐야?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차이를 알아보고 특히 혈관성

치매가 우리나라사람에게 많은 이유를 파악하고 대처한다.

2강

4월 16일
날아라 비행기 비행기 노래도 불러보고 종이로 따라서 접고 기억하며 접는다.

3강

4월 23일
시 읽고 쓰기

풀꽃3 시를 함께 큰소리로 읽어 보고, 보면서 쓰고, 읽으면서 

쓰고, 외워서 쓴다. 한 사람씩 시 낭송한다.

4강

4월 30일
태극기 그리기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뜻을 알고, 보고, 그리고, 기억하며 그려

보고 설명 할 수 있다.

5강

5월 07일
무얼 먹을까? 야생견과류(치매와 영양은 밀접하다)

6강

5월 14일
종이접기, 배 접기

종이배를 접어본다. 색종이로 색인지 활동과 소원을 적어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 준다.

7강

5월 21일

두근두근 내 몸

똑똑한 내 뇌

심장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몸을 움직여 본다.

걸으면서 박수를 치는 숫자를 정하여 반복 한다.

8강

5월 28일
컵 놀이

가로 배열, 세로 배열, 일자 쌓기, 높이 쌓기, 각자 쌓기, 함께 

쌓기(협동심, 사회성)

9강

6월 04일
낱말 잇기

추억의 단어들을 배열하고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줄로 잇는다.

회상기억, 장기기억, 전두엽을 자극한다.

10강

6월 11일
사다리 타기

사다리를 그려 놓고 벌칙과 상품을 정하여 사다리를 타는 놀이

(종이위에도 바닥에도)

요청사항 빔 프로젝터, 컴퓨터, 화이트 보드, 마이크, 기타(                                )

강의방법 강의( V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V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