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특강 – 라인스텝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라인스텝 강의방법 사전제작

강의일정 2021.07.05. ~ 08.16 요일/시간 매주 월요일

강사명 라미숙

강의목표
줄을 맞춰 움직이며 협동성, 사회성을 진작시키고 표출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신체·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수강요건 와이파이 환경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All The Girls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All The Girls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2강 All I Know So Far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All I Know So Far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3강 Soul-Stirring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Soul-Stirring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4강 Would Have Loved Her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Would Have Loved Her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5강 Black Hole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Black Hole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6강 Earlybirds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Earlybirds 작품을 통해 동

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7강 Celebrate Together Now
초.중급 수준의 스텝들을 배우며 Celebrate Together Now 

작품을 통해 동작들을 연습하고 익히게 될 것이다.



온라인 특강 - [달라진 키네마스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달라진 키네마스터 강의방법 홈페이지 갤러리

강의일정 7/26 ~ 8/23, 4회 요일/시간 매주 월요일 

강사명  김기자

강의목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수강요건  

준 비 물  사진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프로그램 설치

미디어 넣기

구글플레이스토어-키네마스터 설치

사진과 영상 및 음원 넣기

불필요한 사진이나 영상 삭제 

2강
사진(순서)과 영상편집

텍스트 

사진추가 및 순서 변경, 영상편집(자르기)

영상 제목 넣기-텍스트 꾸미기, 애니메이션효과

엔딩 크레딧 넣기-텍스트 꾸미기 및 애니메이션(수직스크롤)

3강
사진을 살아서 움직이게

사진위에 사진넣기

사진과 영상에 팬&줌 설정하기

 -사진이나 영상이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효과

사진이나 영상위에 사진넣기

4강
효과 및 동영상제작

공유

영상편집

 -스터커 넣기

 -전환효과 지정

동영상제작 및 공유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상강의 수강에티켓>
★ 강의 영상을 재촬영하거나 공유, 무료배포 등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강의 시작 전 배터리용량, 음성, 영상 입출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접속 끊김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연결이 원활한 환경에서 접속하여 주시고, 과도한 데이터 
사용으로 휴대폰 요금이 과중될 수 있으니, WIFI(와이파이) 설정 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단기특강 – 셀프 손∙발 마사지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셀프 손∙발 마사지 강의방법 사전제작

강의일정 2021.07.27. ~ 08.17 요일/시간 매주 화요일

강사명 박성희

강의목표 어르신들의 전신혈액순환을 도모하는 셀프마사지

수강요건 와이파이 환경

준 비 물 수건, 오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손 마사지 시술의 기본 손의 기본 지식과 마사지 실습

2강 손 반사구와 마사지 손 반사구를 활용한 마사지 실습

3강 손과 전완 오일 마사지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테라피 실습

4강
혈액순환을 위한 

손 스트레칭

손부터 어깨까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위한 통증 케어 스트

레칭



온라인특강 - [한글문서 알짜 포인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한글문서 알짜 포인트 강의방법 홈페이지 갤러리

강의일정 7월 27~ 8월 17일, 4회 요일/시간 매주 화요일 

강사명  소미정

강의목표  한글 문서작성의 필수기능들을 익히고 활용한다.(활용과정)

수강요건  개인용 PC 혹은 노트북과 스마트폰

준 비 물  스마트폰, 와이파이 환경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한글 문서작성 

기본익히기
편집용지 설정, 머리말/꼬리말 기능, 쪽 번호 넣기

2강
표 만들기 

핵심포인트
표 나누기와 합치기, 표 안에 이미지 삽입하는 방법

3강
무료폰트 검색하고 

사용하기
디자인글꼴 무료 다운로드 받는 법

4강
한글문서에 

내 서명 사용하기
사진편집 앱으로 서명 만들고 한글문서에 삽입하는 법

 ※ 상기 계획은 센터 및 강사 사정 및 제작과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강의동영상 시청 에티켓>
★ 강의게시일로부터 30일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 강의영상을 재촬영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등의 저작권 관련 위반사항에 준하는  
   행위는 삼가주세요. 



온라인특강 - [몰입과 힐링 드로잉 젠탱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몰입과 힐링 드로잉 젠탱글 강의방법 홈페이지 갤러리

강의일정 7월 30일~8월 20일 요일/시간 매주 수요일

강사명 엄영선

강의목표
- 반복적인 패턴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 미술실력과 상관없이 창의력, 집중력, 행복감을 키워주는 아트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다.

수강요건  단체카톡 참여, 유튜브로 영상시청 

준 비 물  검은펜(스테들러0.3), 도화지(일반 스케치북), 검은도화지, 4B연필, 화이트젤리펜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몰입과 힐링의 드로잉

젠탱글

-젠탱글 소개(젠탱글의 효과와 사용 재료안내)

-마루바닥 짜임을 표현한 ‘캐빈플로어’‘그리기

-나만의 느낌을 담아 패턴 명명하기

2강 바다과 별 젠탱글

-파도를 연상시키는 ‘파이브-오(FIVE-OH)’ 패턴 그리기

-별을 떠오르게 하는 ‘스타피쉬(STARFISH)’ 드로잉

-나만의 느낌을 담아 패턴 명명하기

3강
산의 메아리와 벌집 

젠탱글

-메아리를 연상시키는 ‘에코(ECHO)’ 표현하기

-입체감이 재미있는 벌집 ‘허니컴(HONEYCOMB)드로잉

-연필로 음영 넣어 입체감 표현하기

-나만의 느낌을 담아 패턴 명명하기

4강
검은색 종이에

젠탱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몽환적인 패턴 ‘트리폴리(TRIPOLI)’

와 손맛이 느껴지는 ‘비트위드(BETWEED)’패턴 드로잉

-검은 종이에 하얀펜으로 그리기

-연필로 음영 넣어 입체감 표현하기

-나만의 느낌을 담아 패턴 명명하기

 ※ 상기 계획은 센터 및 강사 사정 및 제작과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강의동영상 시청 에티켓>
★ 강의게시일로부터 한달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 강의영상을 재촬영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등의 저작권 관련 위반사항에 준하는  
   행위는 삼가해주세요. 



온라인 특강 - [ 우쿨렐레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 우쿨렐레� � 강의방법 홈페이지 갤러리

강의일정 7/29� ~� 8/19,� 4주 요일/시간 매주 목요일

강사명 � 이정현�

강의목표 � 인지능력향상을�위한�손가락�운동�복식호흡을�통한�폐활량�향상을�목표로�한다

수강요건 �

준 비 물 � 악기�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청포도�사랑� 롤�스트록�주법�에�맞춰�반주연습과�멜로디�연습을�해본다

2강 여름 셔플�리듬에�맞춰�신나는�연주와�여름노래를�불러보는�시간\

3강 해변으로�가요 칼립소�반주에�맞춰�노래와�멜로디를�연주해�본다

4강 요즈음� 4박자�아르페지오�연습�타브연주�

 ※ 상기 계획은 센터 및 강사 사정 및 제작과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강의동영상 시청 에티켓>
★ 강의게시일로부터 30일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 강의영상을 재촬영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등의 저작권 관련 위반사항에 준하는  
   행위는 삼가해주세요. 



온라인 특강 - [ 오페라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오페라 – 베르디와 푸치니 강의방법 홈페이지 갤러리

강의일정 7/30 ~ 8/20, 4회 요일/시간 메주 금요일  

강사명  강정화

강의목표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 베르디와 푸치니의 작품을 감상한다.

수강요건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베르디(G.Verdi) 오페라

<리골레토, Rigoletto>

베르디의 생애와 그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제3막의 공작의 칸초네 ‘여자의 마음’ 감상

2강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제1막 ‘축배의 노래’/

 제3막 ‘파리를 떠나서’ 감상

3강

푸치니(G.Puccini) 

오페라

<라보엠,La Boheme>

푸치니의 생애와 그의 오페라 <라 보엠> 중 

제1막 아리아 ‘그대의 찬손’ 감상

4강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Madama 

Butterfly>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중 제 2막 아리아 ‘어떤 갠날’/

‘허밍코러스’ 감상

 ※ 상기 계획은 센터 및 강사 사정 및 제작과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강의동영상 시청 에티켓>
★ 강의게시일로부터 30일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 강의영상을 재촬영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등의 저작권 관련 위반사항에 준하는  
   행위는 삼가주세요. 



단기특강 - 올바른자세만들기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올바른 자세 만들기 강의방법 사전제작

강의일정 2021.07.30. ~ 08.20 요일/시간  매주 금요일

강사명 배수화  

강의목표
바른 자세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신념과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서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린다.

수강요건 와이파이 환경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자존감 향상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 신체적 활동에 있어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린다. 

2강
몸과 마음의

유연성 향상

신체 각 관절가동범위 확장 동작 등을 통해 신체 움직임에 

있어서 원활함과 건강에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

3강 좌우 균형 맞추기
자신의 좌우 밸런스를 확인하며 몸의 바른 정렬을 통해 

집중력과 다리 전체와 복부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을 드린다.

4강 맑은 피부 가꾸기
노폐물 제거동작과 혈액순환을 위한 동작 등을 통해 

피부세포의 활력과 심신의 활력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