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운드 오브 뮤직과 함께하는 영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사운드 오브 뮤직과 
함께 하는 영어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19 ~ 9/27) 요일/시간 매주 월요일 / 9:30~11:20

강사명  이선미

강의목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영어표현을 익히며 재미있게 영어공부하기

수강요건  영어회화 중급 수준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수녀원에서의 마리아
 I just couldn’t help myself.

(나도 나를 어쩔 수 없었어요.)

2강 폰 트랩가로 간 마리아
 I would have made myself a new dress

(내가 새 드레스를 만들었을 거예요.) 

3강 아이들과 만난 마리아
Now, let‘s see how well you listened.

(이제 당신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보지요.)

4강  아이들의 자기소개
I think your dress is the ugliest one I ever saw.

(선생님 드레스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예쁘지 않네요.)

5강 Rolfe의 등장
I trust everything is under control.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6강 마리아와 가정부의 대화
He runs this house as if he were on one of his ships.

(그는 자신의 배 중 하나에 있는 것처럼 집안을 이끌어가요.)

7강 비오는 밤에 아이들과
She and I have been getting better acquainted tonight.

(그녀와 나는 오늘밤 좀 더 알아가는 중이었어요.)

8강 마리아와 아이들의 외출
I haven’t had so much fun since the day...

(...한 날 이후 이렇게 재미있었던 적이 없었어.)

9강 아빠와 Baroness의 대화
It was you who brought some meaning back into my life.

(내 삶에 다시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이 당신이었어요.)

10강 아빠와 마리아의 대화
The way you do all of them.

(당신은 항상 이런식이에요.)

강의

방법
강의( o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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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일본어회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생활일본어회화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19 ~ 9/27) 요일/시간 매주 월요일 /14:30~16:20

강사명  오오츠루 아야카

강의목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진짜 일본어 표현”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기!
수강요건  기초 문법을 배우신 분! (히라가나, 가타카나 필수)

준 비 물  교재 <다락원 일본어 마스터 2> 및 필기도구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교재 1과 존재동사 “있다” 조사 (~의,~에)의 용법, 인원수, 건물 층수,

2강 교재 2과 동사의 종류, 동사의 정중 표현(긍정, 부정 표현)

3강 교재 2과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동사 표현 익히기.

4강 교재 3과 동사 권유 표현, 조사 (~에, ~에서)의 용법,

5강 교재 4과 동사의 과거 표현 (긍정, 부정)

6강 교재 4과 의문사(~인가, ~도)의 용법, 지시 대명사

7강 교재 5과 동사의 목적 표현 (~하러 가다/오다)

8강 교재 5과 동사 희망 표현. (~고 싶다 / ~을/를 갖고 싶다)

9강 교재 6과 수수동사 (~주다,받다), 조사 (~에,~부터)의 용법, 

10강 총정리 전체 문법 정리 & 문형 활용 연습. 

강의

방법
강의( ㅇ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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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초급]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중국어 초급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0 ~ 9/28)  요일/시간 매주 화요일 / 9:30~11:20

강 사 명  이행자

강의목표  중국어 기초회화를 익혀 기본회화를 할 수 있다.

수강요건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다.

준 비 물  맛있는 중국어 Level ①上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중국 개황  중국 개황, 중국어 자음과 모음 익히기

2강 중국어 성조 익히기  중국어 성조, 성조변화 익히기

3강
제1과 

你好！
 중국어 기본인사 익히기, 손가락으로 중국숫자 표현하기

4강
제2과

你好吗？
 안부 묻고 답하기, 가족호칭 익히기

5강
제3과

你忙吗？
 ‘~하지 않아요' 표현 익히기, 기본 형용사 익히기

6강
제4과

来不来？
 정반의문문 표현 익히기, 기본 동사 익히기

7강
제5과 

我是学生
 신분 표현 익히기, 직업 및 국적표현 익히기

8강
제6과

我们吃比萨饼  ‘먹다’, ‘마시다’ 표현 익히기, 음식단어 익히기

9강
제7과

这是什么？
 '이것은 ~입니다' 표현 익히기, 사물, 동물 단어 익히기

10강
제8과

你去哪儿？
 '在，有' 표현 익히기, 장소 단어 익히기

강의

방법 강의( o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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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중급]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중국어 중급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0 ~ 9/28)  요일/시간 매주 화요일 14:30~16:20

강 사 명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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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요건  중국어 기초회화를 할 수 있다.

준 비 물  맛있는 중국어 Level 2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제11과

可以试穿吗？
 단어, 본문 익히기

2강
제11과

可以试穿吗？
 어법 唯，是…吗？，要，吧 익히기, 연습문제 풀기

3강
제12과

一边做作业，一边听音乐  단어, 본문 익히기

4강
제12과

一边做作业，一边听音乐
 어법 一边…，一边…，선택의문문, 有的人…，有的人…

익히기, 연습문제 풀기

5강
제13과

首尔跟北京一样冷吗？
 단어, 본문 익히기

6강
제13과

首尔跟北京一样冷吗？
 어법 比，跟…一样 익히기, 연습문제 풀기

7강
제14과

饺子已经煮好了
 단어, 본문 익히기

8강
제14과

饺子已经煮好了
 어법 결과보어, 在，多 익히기, 연습문제 풀기

9강
제15과

老师说的汉语，你听得懂吗？
 단어, 본문 익히기

10강
제15과

老师说的汉语，你听得懂吗？
 어법 觉得，가능보어，如果 익히기, 연습문제 풀기

강의

방법 강의( o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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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말문트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영어로 말문트기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2~ 9/23) 요일/시간 매주 목요일 / 9:30~11:20

강사명  이선미

강의목표  영어의 핵심패턴을 올바른 발음으로 공부하면서 영어회화의 자신감 가지기

수강요건  

준 비 물  교재 (수업시간에 보시고 구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Are you saying~? 상대방이 한 말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고 싶을 때 쓰는 패턴

2강 That’s exactly what...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치는 표현

3강 There’s no need to...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유용한 패턴

4강 It’s difficult to... 무엇인가를 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상황일 때 사용하는 표현

5강 It’s no good –ing... 불평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

6강 It’s out of...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

7강 It’s worth... 무엇을 권하거나 추천할 때 쓰는 표현

8강 I can’t say... 의견을 말하기 어려울 때, 대답하기 곤란할 때 쓰는 표현

9강 I can’t wait to... 간절하게 바라거나 기대할 때 쓰는 표현

10강 I can’t help –ing...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

강의

방법 강의( o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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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인문학 <소설과 영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책 인문학 <소설과 영화>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3 ~ 9/24)  요일/시간 매주 금요일 / 9:30~11:20

강 사 명  김혜주

강의 개요

 영화의 성장에 소설문학이 얼마만큼 기여를 해왔는가는 영화의 탄생 초기부터 수많은 

소설작품들이 영화 이야기의 바탕을 이루어왔다는 점 한 가지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하다.         

 소설과 영화의 이야기 예술은 하나 뿐인 인간의 삶을 확장시켜 주며, 현실의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주인공들을 통해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소설과 영화> 강좌는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10편의 명작 소설이 영화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제목: <리스본행 야간열차>

▸설명: 소설-파스칼 메르시어/영화감독-빌 어거스트
*소설원작과 영화 비교분석
*토론참여

2강
▸제목: <그리스인 조르바>

▸설명: 소설-니코스카잔차키스/영화감독-미카엘카코야니스
*소설원작과 영화 비교분석
*토론참여

3강
▸제목: <오만과 편견>

▸설명: 소설-제인 오스틴/영화감독-조 라이트
*소설원작과 영화 비교분석
*토론참여

4강
▸제목: <죽은 시인의 사회>

▸설명: 소설-N.H 클라인 바움/영화감독-피터 위어
*소설원작과 영화 비교분석
*토론참여

5강
▸제목: <일 포스티노>

▸설명: 소설-안토니오 스카르메타/영화감독-마이클레드포드
*소설원작과 영화 비교분석
*토론참여

6강
▸제목: <흐르는 강물처럼>

▸설명: 소설-노먼 매클린/영화감독-로버트레드포드
*소설원작과 영화 비교분석
*토론참여

7강
▸제목: <안나카레리나>

▸설명: 소설-톨스토이/영화감독-조 라이트
*소설원작과 영화 비교분석
*토론참여

8강
▸제목: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

▸설명: 소설-F. 스콧 피처 제럴드/영화감독-데이비드 핀처
*소설원작과 영화 비교분석
*토론참여

9강
▸제목: <밀양>

▸설명: 소설-이청준/영화감독-이창동
*소설원작과 영화 비교분석
*토론참여

10강
▸제목: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설명: 소설-공지영 /영화감독-송해성
*소설원작과 영화 비교분석
*토론참여

강의

방법
강의( o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o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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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 색연필화 - 초급]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연필, 색연필화-초급 강 의 실 배움실 202호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19 ~ 9/27) 요일/시간 매주 월요일 / 9:30~11:20

강사명  김 민 구

강의목표

기초과정으로 연필선 긋기를 시작으로 간단한 입체 스케치 및 입체표현을 배운다,
그 다음 단계는 색 연필를 사용하여 색 혼합으로 입체를 표현해보고 사물에 따른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여 본다. 이 수업을 통하여 미술로 인한 풍부한 시각과 관심을 갖고,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 취미로 풍요로운 노년이 되어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한다.

수강요건  연필, 색연필화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

준 비 물  스케치북 8절지(220g이상), 미술용 4B연필, 미술용 지우개, 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기초표현
재료설명 및 연필 잡는 법과
기초 연필 선 긋기와 연필 단계표현 

2강
기초육면체표현 - 

우유갑완성
우유갑 스케치 및 기본 명암표현  세부표현 

3강
질감 표현 - 
라면 봉지

우유갑 마무리
라면 봉지 스케치 및 기본 단계표현

4강
  질감 표현 - 
라면 봉지완성

라면 봉지 기본 입체에 세부표현 후 
지우개로 질감 표현하여 마무리

5강 코다리 그리기
대상의 구도를 설명하고 원근감설명 및 소재의      
질감 표현에 중점을 둔다

6강 코다리완성
코다리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세부표현, 질감 
표현으로 마무리한다

7강 손수건 그리기 손수건 스케치 및 질감 표현
색연필

준비

8강 도자기그리기 손수건 완성 및 도자기 스케치

9강 도자기,새그리기 도자기 질감표현 및 새 스케치

10강 새그리기 완성 새의 색감과 깃털 표현

강의

방법
강의(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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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쿨렐레]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우쿨렐레 강 의 실 배움실 202호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19 ~ 9/27)  요일/시간 매주 월요일 / 14:30~16:20

강사명  이정현

강의목표  악기 연주로 소근육 단련과 악보 분석으로 집중력을 키웁니다.

수강요건  타브 악보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준 비 물  우쿨렐레 악기 지참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청포도 사랑 칼립소 주법 응용하여 반주 연습

2강 청포도 사랑 타브 악보로 멜로디 익히기 + 반주 채워넣기 

3강 행복해요 셔플 리듬 반주 연습 

4강 행복해요 롤 주법을 활용한 칼립소 반주 연습

5강 에델바이스 
왈츠 익히기 

타브 연습 .  화성넣어 멜로디 연습

6강 수고했어 오늘도 
최신곡 배우기 

왈츠 리듬에 맞춰 멜로디 익히고 타브연주

7강 내고향 충청도 셔플 리듬 익히기 .타브에 셔플넣어 멜로디 연주

8강 나는 17살이예요 roll 주법 익히기 . 타브 멜로디 익히기

9강 새색시 시집가네 3박자 아르페지오 연습 

10강 복습 작은 연주회 독주곡 발표

강의

방법
강의( v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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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음악감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힐링음악감상 강 의 실 배움실 202호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3 ~ 9/24)   요일/시간 매주 금요일 / 9:30~11:20

강사명  강정화

강의목표
 서양 음악의 역사를 돌아보며 각 시대별 대표적 작곡가와 관련된 음악 해설과 

 대표적인 음악 감상을 통해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준다.

수강요건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클래식 음악이란/비발디
 클래식음악의 기초와 서양음악사의 흐름/

 비발디의 생애이야기와 음악 감상

2강 바로크-바흐/ 헨델  바흐와 헨델의 생애와 대표적 음악 감상

3강 고전-하이든/ 모차르트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생애와 대표적 음악 감상

4강
고전-베토벤/ 

낭만-슈베르트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생애와 대표적 음악 감상

5강 낭만-멘델스존/ 쇼팽  멘델스존과 쇼팽의 생애와 대표적 음악 감상

6강 낭만-슈만/ 리스트  슈만과 리스트의 생애와 대표적 음악 감상

7강 낭만-베르디/ 바그너  베르디와 바그너의 생애와 대표적 음악 감상

8강
낭만-요한슈트라우스2세/

브람스

 요한슈트라우스 2세와 브람스의 

 생애와 대표적 음악 감상

9강
낭만-차이코프스키/

푸치니
 차이코프스키와 푸치니의 생애와 대표적 음악 감상

10강
국민-드보르작/

인상-드뷔시
 드보르작과 드뷔시의 생애와 대표적 음악 감상

강의

방법
강의( v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v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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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화와 오일파스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명화와 오일파스텔 강 의 실 배움실 202호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3 ~ 9/24)  요일/시간 매주 금요일 / 14:30~16:20

강 사 명  엄영선

강의목표
ㅇ 부드러운 오일파스텔을 이용하여 쉽고 멋지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ㅇ 모네와 고흐의 삶과 작품세계를 알 수 있다.

수강요건  쉽게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

준 비 물
오일파스텔-문교 소프트/전문가용/48색, 종이-파브리아노 아카데미아 A5, 
문지르는 도구-찰피9미리, 마스킹테이프, HB연필, 미술용지우개, 면봉, 
휴지(하단참고)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오리엔테이션과

꽃 그리기

ㅇ수업 개요 안내

ㅇ기본적인 재료 사용법 안내

ㅇ꽃 그리기(개나리)

2강
노을 지는 하늘 

그리기

ㅇ문지르기 기법을 이용하여 색 표현하기

ㅇ새벽부터 밤까지 나만의 색으로 하늘그리기

3강 빛과 모네
ㅇ빛을 그린 화가 모네에 대하여 살펴보기

ㅇ모네 작품 일부 모사하기

4강 단풍나무 그리기

ㅇ모네의 포플러 일화를 뒤집어 오일파스텔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나무 그리기

ㅇ동영상으로 제작(강사)

5강
모네의 건초더미와 

수련

ㅇ빛과 그림자의 원리 알기

ㅇ모네 작품 모사하기

6강 정원그리기
ㅇ모네의 정원 그림 살펴보기

ㅇ원근기법을 이용한 자신의 정원그리기

7강 영혼의 화가 고흐
ㅇ영혼의 화가 고흐에 대하여 살펴보기

ㅇ고흐 작품 일부 모사하기

8강 과일정물그리기
ㅇ고흐 정물화 살펴보기

ㅇ다양한 색감 정물 그리기

9강 별이 빛나는 밤에
ㅇ어두운 종이에 오일파스텔 표현

ㅇ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모사하기

10강 꽃병 그리기 ㅇ꽃병에 담긴 꽃 그리기

강의

방법
강의(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ㅇ ), 시청각자료( ㅇ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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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파스텔 재료 안내 
1. 오일파스텔-문교 소프트 오일파스텔/전문가용/48색(화방)

오일파스텔

2. 종이-파브리아노 아카데미아 A5(화방)

종이

3. 문지르는 도구-찰피9미리(화방)

찰필

4. 마스킹테이프(다이소)

5. HB연필, 미술용지우개(문구점)   6. 면봉, 휴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19 ~ 9/27) 요일/시간 매주 월/ 14:30~16:20

강 사 명 김기자

강의목표
나만의 컨텐츠로 사진과 영상 등을 편집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 및 관리할 수 있다.

수강요건 컴퓨터 인터넷사용 검색 사용가능 – 유튜브 활용

준 비 물 구글계정(구글 아이디/비번)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유튜브, 밴드
유튜브 계정만들기

밴드-자료보관용

2강 무료재료 – 음원 픽사베이 또는 유튜브 무료음원

3강 무료 재료-사진 및 인트로 영상
핀트레스트, pngegg 

무료 로고(인트로) 만들기-미리캔버스

4강 갤러리 갤러리 활용 사진편집 또는 사진편집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5강 구글포토 -앨범, 영화, 애니메이션, 콜라쥬만들기

6강 간단한 영상제작 -퀵프로(빠르게 만드는 심플한 동영상 제작어플)

7강 키네마스터 동영상 제작1 -사진, 음악 넣기

8강 키네마스터동영상 제작2 -자막 및 영상(사진)편집

9강 키네마스터동영상 제작3 -레이어를 통한 각종 효과

10강 키네마스터동영상 제작4 -동영상제작, 스마트폰으로 영상공유, 유튜브에 공개

강의

방법 강의( o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o ), 기타(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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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왕기초 시작]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컴퓨터 왕기초 시작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0 ~ 9/28)  요일/시간 매주 화요일 / 9:30~11:20

강사명  소미정

강의목표
 컴퓨터입문자들이 부담 없이 즐겁게 수업을 동참할 수 있도록 반복 수업이 

되도록 한다.

수강요건  개인용 PC

준 비 물  스마트폰, 와이파이 환경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컴퓨터 시작하기
바탕화면, 아이콘, 폴더와 파일 등등 기본적인 용어를 실습을 

통해 익히기

2강
메모장 사용법과 

특수문자

가장 기초적인 문서작성법을 익히고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

와 한자 입력방법 익히기, 타자연습법 설명

3강 시작메뉴와 작업표시줄 시작메뉴에서 나만의 폴더모음을 만들고 작업표시줄 사용하기

4강 바탕화면 설정하기 바탕화면의 배경 이미지 변경과 화면보호기 실행하기

5강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로 컴퓨터의 폴더구조 이해하기

6강 폴더 및 파일 다루기 문서와 이미지, 동영상 폴더를 만들고 해당 자료 저장하기

7강 보조프로그램 사용하기 그림판과 그림판 3D 비교 실습하기

8강 보조프로그램 사용하기 2 캡쳐도구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유용한 자료 수집하기

9강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기 구글 계정 만들고 드라이브에 저장,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기

10강
구글 계정의 다양한 

활용법
스마트폰에서 구글 계정 찾는 법과 수업 결과물 저장하기

강의

방법 강의(  o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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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디지털코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시니어 디지털코치 양성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0 ~ 9/28)  요일/시간 매주 화요일 / 14:30~16:20

강 사 명 오경순

강의목표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시니어들의 디지털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돕는다

수강요건 스마트폰 활용 중급 이상, 자원봉사 희망자

준 비 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와이파이 환경, 보조밧데리, 충전기, 메모장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코칭의 개념과

코칭적 접근방법
학습자 동기 강화, 학습 의욕을 높이는 의사 소통

2강 스마트폰 환경 설정 스마트폰 환경 점검, 디바이스 최적화, 저장 공간 점검

3강 모바일 활용법 앱 다운로드, wifi환경, 플레이 스토어 활용법

4강 스마트폰 유용한 기능 유용한 앱 활용법, 유용한 기능들, OK구글, 갤러리 활용

5강 커뮤니케이션 카톡 활용법, 오픈채팅 활용법, 밴드 활용법

6강 스마트 금융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인증서, 스마트 뱅킹

7강 온라인 쇼핑 쇼핑앱 활용, 배달음식 주문, 

8강 유튜브 활용법 유튜브 검색, 포털사이트 검색, 영상 업로드

9강 의료/교통 내 주변 약국 병원 찾기, 지도 활용, 내비게이션, 지하철

10강 영상 활용법 quik동영상, 슬라이드메세지, 카톡 공유 실습, Q&A

강의

방법
강의( o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o  ), 시청각자료(   ), 기타(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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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안의 비서]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내 손안의 비서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0 ~ 9/28)  요일/시간 매주 화요일/ 09:30~11:20

강 사 명  이한웅 

강의목표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양한 생활 속 불편함을 쉽게 해결하는 앱을 알고 

사용할 수 있다.

수강요건  중급 난이도

준 비 물  스마트폰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복지 서비스 앱 활용
복지 서비스앱 (복지로앱 ) 활용 및  일자리 서비스 활용 (워

크넷 앱 등)방법을 학습

2강 건강 서비스 앱 활용 건강서비스 (굿닥앱, 119 신고 앱 등) 앱의 활용 방법을 학습

3강 금융 서비스 앱 활용
디지털 금융 활용 및 개념 이해, 금융정보 검색 - 파인, 모바

일 뱅킹, 통합보험조회 휴면계좌 기능 익히기,

4강 배달 앱 활용 배달 앱 설치 및 사용 방법 익히기

5강 공공서비스 앱 활용
공동인증서 발급 및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발

급

6강 쇼핑 앱 활용 네이버 페이 및 네이버 쇼핑 앱  사용 학습

7강
카메라 이용한 다양한 

기능 앱 활롱
구글 번역 및 파파고 번역하기, 오피스(MS)렌즈 앱 활용

8강 모바일팩스 앱 활용 모바일 팩스 송.수신 하기

9강
스마트폰 인공비서 

활용
구글 어시스턴스 및 빅스비 활용하기, 구글렌즈 활용

10강 디지털 시민 되기
디지털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윤리적 태도를 

학습하여 바람직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

강의

방법
강의( ㅇ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실습  )

※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이 주관하는 강의이며, 강의진행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완전정복 A]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스마트폰 완전정복 A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1 ~ 9/29) 요일/시간 매주 수요일/ 9:30~11:20

강 사 명 이한웅 

강의목표
스마트폰의 기본 조작법 및 기본 어플리케이션을 학습하여 스스로 

어려움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수강요건 초급 난이도

준 비 물 스마트폰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스마트폰 기본 설정 스마트폰 기본기능 이해 및 환경설정

2강 전화하기/연락처 관리 전화 걸고 받기 및 연락처 등록/관리하기

3강 계정 및 앱 설치 앱장터 이해 및 기본 앱 (시계,계산기 등) 사용하기

4강 재미 있는 앱 활용 카카오톡 앱 활용하여 소통하기

5강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해, 보내고 관리하기

6강
와이파이 접속 및 

인터넷 이용하기
 무료 무선데이터 접속 및 인터넷 이용하기

7강  화면관리 및 꾸미기 스마트폰 화면 정리 정돈 및 편리하게 꾸미기

8강 카메라 앱 사용 QR 코드 검색 및 사진 촬영하기

9강 유튜브 앱 사용 유튜브 동영상 검색 및 관리, 업로드하기

10강 네이버 지도 앱 사용  길 찾기 및 대중 교통 이용하기

강의

방법
강의( ㅇ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실습  )

※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이 주관하는 강의이며, 강의진행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A]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A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1 ~ 9/29) 요일/시간 매주 수요일/ 14:30~16:20

강 사 명 이 한웅 

강의목표

키오스크(무인결제기)의 사용방법을 학습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앱을 활용하고 디지털시민 의식 고취 및 디지털 금융 사기 

방지법을 학습한다.

수강요건 초급 난이도

준 비 물 스마트폰, 컴퓨터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키오스크 알아보기 키오스크 개념 이해하고  장.단점 알아보기 

2강
키오스크앱 설치 및 

기본기능 익히기
키오스크 앱 설치하고 메인 메뉴 이해하기

3강 키오스크사용법 1 페스트푸드, 카페, 기차표 예매 체험

4강 키오스크 사용법 2 현금자동인출기, 무인민원발급기, 병원접수/결제 체험

5강 키오스크 사용법 3 영화관,고속버스,공항 예매 및 체크인 체험 (별도 앱 활용)

6강 대중교통 앱1 카카오버스 및 지하철 종결자 앱 활용하기

7강 대중교통 앱 2 고속 및 시외 버스 앱 활용하기

8강 대중교통 앱 3 코레일  및 항공 앱 활용하기

9강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법

디지털 범죄 중 금융 사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사기를 예방

10강 디지털 시민 되기
디지털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윤리적 태도를 학습하여 바람직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

강의

방법
강의( ㅇ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실습  )

※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이 주관하는 강의이며, 강의진행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B]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B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2 ~ 9/23) 요일/시간 매주 목요일/ 9:30~11:20

강 사 명 이 한웅 

강의목표

키오스크(무인결제기)의 사용방법을 학습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앱을 활용하고 디지털시민 의식 고취 및 디지털 금융 사기 

방지법을 학습한다.

수강요건 초급 난이도

준 비 물 스마트폰, 컴퓨터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키오스크 알아보기 키오스크 개념 이해하고  장.단점 알아보기 

2강
키오스크앱 설치 및 

기본기능 익히기
키오스크 앱 설치하고 메인 메뉴 이해하기

3강 키오스크사용법 1 페스트푸드, 카페, 기차표 예매 체험

4강 키오스크 사용법 2 현금자동인출기, 무인민원발급기, 병원접수/결제 체험

5강 키오스크 사용법 3 영화관,고속버스,공항 예매 및 체크인 체험 (별도 앱 활용)

6강 대중교통 앱 1 카카오버스 및 지하철 종결자 앱 활용하기

7강 대중교통 앱 2 고속 및 시외 버스 앱 활용하기

8강 대중교통 앱 3 코레일 앱 및 항공 앱 활용하기

9강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법

디지털 범죄 중 금융 사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사기를 예방

10강 디지털 시민 되기
디지털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윤리적 태도를 학습하여 바람직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

강의

방법
강의( ㅇ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실습  )

※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이 주관하는 강의이며, 강의진행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SNS 제대로 배우기]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SNS 제대로 배우기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2 ~ 9/23) 요일/시간 매주 목요일/ 14:30~16:20

강 사 명  이한웅 

강의목표  SNS 기본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수강요건  중급 난이도

준 비 물  스마트폰, 컴퓨터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트위터 앱 활용 트위터 계정 생성  및 화면 이해하기

2강 페이스 앱 1 활용 페이스북 계정 생성 및 화면 이해하기

3강 페이스 앱 2 활용 페이스북 피드 및 스토리 게시, 그룹 및 페이지 관리

4강 인스타그램 앱 1 활용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및 화면 이해하기

5강 인스타그램 앱 2 활용 인스타그램 피드 및 스토리 게시, 릴스 및 라이브방송하기

6강 블로그 앱 활용 블로그 계정 생성 및 화면 이해하기

7강 네이버 밴드 앱 활용 네이버 밴드 설치 및 화면 이해하기

8강 카카오스토리 앱 활용 카카오스토리 설치 및 화면 이해하기

9강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법

디지털 범죄 중 금융 사기에 대한 사례, 이를 통해 디지털 금

융 사기를 예방

10강 디지털 시민되기
디지털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윤리적 태도를 

학습하여 바람직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

강의

방법
강의( ㅇ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실습  )

※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이 주관하는 강의이며, 강의진행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학습 도우미]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스마트한 학습 도우미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3 ~ 9/24) 요일/시간 매주 금요일/ 09:30~11:20

강 사 명 이한웅 

강의목표

화상 수업, 온라인 수업 방법을 살펴보며 스마트 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기를

가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동영상을 촬영하고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사진 촬영 및 편집할 수 있다

수강요건 중급 이상 난이도

준 비 물 스마트폰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화상 수업 프로그램 

알아보기 1

화상 수업(구루미)에 참여하기, 화상 수업에서 참여하고 

소통하기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2강
화상 수업 프로그램 

알아보기 2

화상 수업(ZOOM)에 참여하기, 화상 수업에서 참여하고 

소통하기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3강
온라인강의로 

학습하기

온라인 강의 학습 (EBS,늘배움,평생학습포털 등) 이용 및 

관심 있는 강의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여 학습

4강
더욱 스마트하게 

학습하기

스마트 학습을 위한 팁 및 대학강의,복지관 온라인 강의 학습

하기 살펴본다.

5강 카메라 앱 기본기능 스마트폰 카메라 기본 기능과 설정 방법 학습

6강 사진 촬영 및 편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기능들 익혀 사용

7강 어플설치 및 소개  스노우 앱 활용하여 이미지 꾸미기

8강 이미지 편집 어플 활용  POLISH 앱 활용하여 콜라주 만들기 및 편집

9강 글쓰기 앱 활용 글그램 앱을 이용하여 감성 카드 및 섬네일을 만든다.

10강 스냅시드 앱 활용 전문적인 사진 편집기 화면 이해 및 보정하기

강의

방법
강의( ㅇ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실습  )

※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이 주관하는 강의이며, 강의진행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완전정복 B]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스마트폰 완전정복 B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3분기 (10회 : 7/23 ~ 9/24) 요일/시간 매주 금요일/ 14:30~15:20

강 사 명 이한웅 

강의목표
스마트폰의 기본 조작법 및 기본 어플리케이션을 학습하여 스스로 

어려움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수강요건 초급 난이도 

준 비 물 스마트폰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비 고

1강 스마트폰 기본 설정 스마트폰 기본기능 이해 및 환경설정

2강 전화하기/연락처 관리 전화 걸고 받기 및 연락처 등록/관리하기

3강 계정 및 앱 설치 앱장터 이해 및 기본 앱 (시계,계산기 등) 사용하기

4강 재미 있는 앱 활용 카카오톡 앱 활용하여 소통하기

5강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해, 보내고 관리하기

6강
와이파이 접속 및 

인터넷 이용하기
 무료 무선데이터 접속 및 인터넷 이용하기

7강  화면관리 및 꾸미기 스마트폰 화면 정리 정돈 및 편리하게 꾸미기

8강 카메라 앱 사용 QR 코드 검색 및 사진 촬영하기

9강 유튜브 앱 사용 유튜브 동영상 검색 및 관리, 업로드하기

10강 네이버 지도 앱 사용  길 찾기 및 대중 교통 이용하기

강의

방법
강의( ㅇ ), 토의(   ), 조별발표(   ), 체험(   ), 시청각자료(   ), 기타( 실습  )

※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이 주관하는 강의이며, 강의진행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의도클라쓰

 -식약보감-
 

- Youtube : 한의사가 알려주는 식약보감

- 강의기간 : 2021년 7월 1일(목) ~ 9월 30일(목)

  매주 목요일, 주 1회 게시 홈페이지 유지

- 게 시 처 :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홈페이지/갤러리

- 영 상 목 록

   

순번 게시일 제    목

1 7/01 꽃미남 한의사가 알려주는 갈증해소음료 

2 7/08 복날 삼계탕에 들어가면 좋은 한약재

3 7/15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일광화상편

4 7/22 여름철 걸리기 쉬운 냉방병 V 열사병

5 7/29 여름 제철과일 복숭아 이야기 선택과 보관법

6 8/05 어르신건강지키기 1편 (관절통증)

7 8/12 어르신건강지키기 2편(소화불량과 불면편)

8 8/19 피부 건조함을 이겨낼 올바른 습관편

9 8/26 요리로 거듭난 한약재대추생강차

10 9/02 요리로 거듭난 한약재 수삼흑임자쉐이크와 오미자과편

11 9/09 소화불량, 위를  편하게 해주는 한방 소화제

12 9/16 인삼과 홍삼 1탄

13 9/23 인삼과 홍삼 2탄 

14 9/30 건조한 피부를 잡아주는 한방 마스크팩 만들기



여의도클라쓰

 -가곡반-
 

- Youtube : 더솔 아르떼 성악 아카데미

- 강의기간 : 2021년 7월 2일(금) ~ 9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주 1회 게시 홈페이지 유지

- 게 시 처 :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홈페이지/갤러리

- 영 상 목 록

   

순번 게시일 제    목

1 7/02 고향의 노래

2 7/09 목련화

3 7/16 님이 오시는지

4 7/23 봄처녀

5 7/30 동심초

6 8/06 기다리는 마음

7 8/13 비가

8 8/14 남촌

9 8/27 그네

10 9/03 청산에 살리라

11 9/10 비목

12 9/11 보리밭

13 9/24 시월의 어느날



여의도클라쓰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라인스텝 강의일정 2021.07.05. ~ 09.30

강사명 라미숙 강의 게시일 매주 월요일

강의목표
줄을 맞춰 움직이며 협동성, 사회성을 진작시키고 표출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신체·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준비물  스마트폰, 와이파이 환경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고

1강
7월 05일

All The Girls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All The Girls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2강
7월 12일

All I Know So Far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All I Know So Far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3강
7월 19일

Soul-Stirring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Soul-Stirring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4강
7월 26일

Would Have Loved 
Her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Would Have Loved Her 작

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5강
8월 2일

Black Hole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Black Hole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6강
8월 9일

Earlybirds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Earlybirds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7강
8월 16일

Celebrate Together 
Now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Celebrate Together Now 작

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8강
8월 23일

Good To Go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Good To Go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9강
8월 30일

Beautiful Risalinda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Beautiful Risalinda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10강
9월 06일

Girl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Girl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11강
9월 13일

Where Oh Where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Where Oh Where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12강
9월 20일

I Believe In Woman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I Believe In Woman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13강
9월 27일

Ballinas Cha Cha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Ballinas Cha Cha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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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방법 실시간(  ), 녹화( V )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뇌건강 손유희 강의실 배움실 202호

강의일정 3분기(2021년 7월 ~ 9월) 요일/시간 매주 목요일 / 09: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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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2일

엽전 열 닷 냥,

거미줄

실버 시니어 손유희와 유아 아동용 손유희를 각각 배워보고 실

습하면서 손과 입을 동시에 협응력까지 키운다.

2강

7월 29일

인절미와 총각김치,

보릿고개 

가사에 맞춘 동작과 음율과 박자에 맞추는 손동작 표현 방법을 

구분해서 익혀본다.

3강

8월 5일

호빵 찐빵,

월화수목금토일

상∙하∙좌∙우 한번 씩, 상∙하 동시, 좌∙우 동시, 교차표현 등 순서

와 위치 동작 방법 등을 변형하여 다양한 표현을 한다.

4강

8월 12일

기타부기,

나는 주전자예요

박자에 맞는 8박, 4박 손동작의 반복

사물을 몸과 손으로 표현하는 창의성 전달력 확장성

5강

8월 19일

말하기를,

날마다 좋은 날

딱딱함 말랑함 등 촉감 표현 손유희

무엇이 좋은지 감사 발표하기 손으로 나타내기

6강

8월 26일

꽃물,

코끼리와 거미줄

기체조를 접목한 동작으로 기를 만들어 확장시키며 건강증진

뇌기능 유지 향상/해따기, 복따기 스팟 손유희로 악력을 기른다

7강

9월 2일

어리둥절 백화점,

소풍 같은 인생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하며 회상, 연상작용으로 뇌건강을 

도모하고 얼굴 표정과 손동작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자존감 업

8강

9월 9일

퐁당퐁당,

어화둥둥

건강박수를 활용 접목한 손유희로 쉽고 재밌게 표현한다.

연지 곤지 찍는 좌∙우 뇌 손유희와 손을 뒤로 보내며 어깨운동

9강

9월 16일

누이,

쥐가 열 마리

부드러운 리듬의 시니어 손유희로 워밍업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유아 손유희로 순발력 표현력을 올린다.

10강

9월 23일

잘 살 거야,

주먹 가위 보

점점 크게 혹은 점점 작게 표현하고 말하기

단순한 동작을 조금만 변화하여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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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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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셀프 손·발 마사지 강의실 배움실 202호

강의일정 3분기(2021년 7월 ~ 9월) 요일/시간 매주 목요일 / 14:30~16:20

강사명  박성희

강의목표  어르신들의 전신혈액순환을 도모하는 셀프마사지

수강요건  건강에 관심있는 어르신

준 비 물  수건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7월 20일
손,발 케어의 중요성 오리엔테이션/우리 몸의 축소판, 손과 발의 기능과 마사지 개요

2강

7월 27일
손 마사지 시술의 기본 손의 기본 지식과 마사지 실습

3강

8월 3일
손 반사구와 마사지 손 반사구 마사지 실습

4강

8월 10일

손 혈액순환을 위한 

어깨, 팔 마사지
손과 팔의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 실습

5강

8월 17일
손과 팔 오일 마사지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테라피 실습

6강

8월 24일
발 마사지 시술의 기본 발의 기본 지식과 마사지 실습

7강

8월 31일
발 반사구와 마사지1 발 반사구 마사지

8강

9월 7일
발 반사구와 마사지2 도구를 활용한 발반사구 마사지 실습 

9강

9월 14일

발 혈액순환을 위한 

종아리 마사지
발과 다리의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 실습

10강

9월 28일

발과 종아리 

오일 마사지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테라피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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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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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올바른 자세 만들기 강의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3분기(2021년 7월 ~ 9월) 요일/시간 매주 금요일 / 14:30~16:20

강사명  배수화

강의목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을 통해 올바른 자세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을 

갖고 노후의 삶을 향상 시키며 자신의 신념과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서 삶의 

이유를 심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린다.

수강요건

준 비 물  간편한 복장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7월 23일
자존감 향상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 신체적 활동에 있어서 자아존중 감

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린다. 

2강

7월 30일

몸과 마음의

유연성 향상

신체 각 관절가동범위 확장 동작 등을 통해 신체 움직임에 있

어서 원활함과 건강에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

3강

8월 6일
면역기능 향상

가슴 펴기 등 다양한 동작 등을 통해 면역 능력을 향상 시켜 

전염성 질병 및 노인성 만성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

을 드린다.

4강

8월 13일
맑은 피부 가꾸기 

노폐물 제거동작과 혈액순환을 위한 동작 등을 통해 피부세포

의 활력과 심신의 활력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린다.

5강

8월 20일
심폐기능 활발 

순환계의 기능을 높이는 동작 등을 통해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드린다.

6강

8월 27일
몸과 마음의 근력 향상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상생활 안에서 다양한 동작 등을 

통해 몸과 마음에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

7강

9월 3일

평형성 향상 및 

하체근력 강화

신체 안정성 유지 능력 등을 키우는 동작 등을 통해 하체의 힘

과 균형감각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린다.

8강

9월 10일
에너지 증진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부정해지는 등과 하체의 흔들림 등을 위

한 바른 척추와 내전 근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을 드린다.

9강

9월 17일
아름다운 몸매 만들기

 

그동안 익힌 동작 등을 통해 좀 더 효율적 변형 동작의 흥미와 

건강한 몸과 마음의 자신감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린다.

10강

9월 24일
만족감 충만

뇌신경내분비 물질 생성으로 인한 행복감과 긍정적 감정을 통

해 만족감을 충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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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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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