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완전정복 A]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스마트폰 완전정복 A 강의방법 화상강의(Zoom)

강의일정 4분기 (8회 : 10/5 ~ 11/23)  요일/시간 화요일 / 14:30~16:00

강 사 명   전명규(주강사),  이남순(서포터즈)  

강의목표   스미트폰 효율적 활용능력 배양으로 삶에 행복 및 가치창조 

수강요건   On-Line 강의 수강 가능하신 분, 줌(ZOOM) 설치 요망

준 비 물  스마트폰, PC(웹캠, MIC, Speak) 또는 노트북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스마트폰에 대한 

OverView 및 설정

- 스마트폰이란

- 스마트폰의 OverView 및 Wifi 

- 다양한 설정을 이해하고 취향에 맞게 스마트폰 설정 변경하기

2강
위제 및 폴더관리
기본기능 익히기

- 홈화면과 폴더화면에 아이콘 추가 및 삭제, 위젯설정,  폴더관리
- 배경화면 구성 및 설정

3강
전화 및 문자메세지 

수발신

- 일반전화 걸고받기, 녹음, 거절방법 설정등
- 메시지 수발신 
- 연락처 등록저장 및 삭제

4강

기본기능 
필요한 앱 
설치및사용   

- 다양한 필용한 앱 검색 및 설치
  예 : 음력달력등
- 금융사기 예방법

5강 SNS란
- SNS 란 무엇인가 학습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 카카오톡의 다양한기능(톡&사진 보내기,프로필변경,영상통화,
  그룹채팅)을 학습하고 친구를 추가해 대화

6강
스마트폰 활용 

길찾기
-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익히기
- 길찾기 및 대중교통 학습  

7강
스마트폰 활용 

사진좔영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잘 하는 방법
- 사진편집 및 카카오등 공유하기 

8강
사진편집 

키네마스터 입문  
- 키네마스터에서 동영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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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든 갈 수 있어요 ]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어디든 갈 수 있어요 / 키오스크 강의방법 화상강의(Zoom)

강의일정 4분기 (8회 : 10/6 ~ 11/24)  요일/시간 수요일 / 10:00~11:30

강 사 명  김 숙(주강사), 정경옥(서포터즈)

강의목표
네이버지도앱과 네이버그린닷기능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이나 길찾기, 
내주변 카페나 맛집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강요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캠이 설치된 컴퓨터나 노트북

준 비 물 필기도구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네이버 지도앱 

설치하기

앱설치 및 현재 내위치 알아보기
내위치 공유하기
맛집찾기

2강
네이버 지도앱 

활용하기
가까운 병원찾기& 찾아가기
우리집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대중교통, 네비게이션 이용)

3강 네이버 그린닷이란? 네이버 그린닷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해보기
음성인식기능, 내주변, 파파고번역, 음악, qr바코드인식등

4강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앱 

활용하기

돋보기
타이핑대신 음성으로 메모하기(음성문자전송, 말로 하는 카카오톡)

5강 나만의 노래방 스마트폰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노래방만들고 노래 & 녹음하기

6강
키오스크 도대체 

그게몬데?

카페에서 커피주문하기, 영화티켓구매
기차표예약하기, ATM기 이용해보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해보기

7강

내 사진으로 
연말연시 인사말 

카드제작
사진하나만 있으면 안부카드 뚝딱!!

8강
가족사진으로 만드는

영상제작
사진만 있으면 동영상이 5초만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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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사진작가]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나도 이제 사진작가 강의방법 화상강의(ZOOM)

강의일정 4분기 (8회 : 10/6 ~ 11/24 )  요일/시간 수요일 (14:30~16:00)

강 사 명  백서진(주강사), 장옥희(서포터즈)

강의목표  스마트폰으로 인생사진을 찍고, 어플로 보정해서 SNS에 공유한다  

수강요건  스마트폰에 zoom과 보정 어플 설치 가능

준 비 물 스마트폰, 컴퓨터(노트북)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줌수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 줌 접속, 이름변경(***자기소개하기***), 화면공유

 ◆ 손들기, 채팅, 화이트보드, 가상배경설정을 할 수 있다  

2강

 스마트폰의 
다양한 

 카메라 기능 

 ◆ 스마트폰 카메라의 설정 및 기본 기능을 학습한다 

 ◆ 스마트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한다

3강
 스마트폰의 촬영과  

  편집 기능 
 ◆ 사진 및 동영상 편집 기능을 학습한다

 ◆ 사진 및 동영상을 편집한다  

4강  사진 보정 앱 활용
 ◆ 사진을 보정해주는 사진 앱을 설치한다 (snow 또는 snapseed)

 ◆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사진을 찍고 보정한다 

5강  사진에 글 넣기
 ◆ 글그램 앱 설치하기 

 ◆ 배경사진과 내 사진에 자막과 서명을 넣는다 (줌 화면으로 공유한다)  

6강
 작품 발표 및 

 SNS에 공유하기 
 ◆ 내가 찍은 사진 보정하고 자막을 넣어 작품을 만든다 

 ◆ 작품을 발표하고, 카톡 등 SNS에 공유한다 

7강

 디지털 시민 스쿨 
- 인터넷 활용과 
 사이버 윤리

 ◆ 포털사이트상세 검색, 소셜 미디어 검색, 팩트체크 사이트 활용 

 ◆ 알짜정보 골라내기 정보 검색과 허위 정보를 구분한다 

8강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한 금융거래

 ◆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 사례를 알아본다 

 ◆ 스마트한 금융거래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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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 만들기–PC]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디지털콘텐츠 만들기 강의방법 화상강의(줌)

강의일정 4분기 (8회 : 10/7 ~ 11/25)  요일/시간 목요일 / 10:00~11:30

강 사 명  이상희(주강사), 강영은(서포터즈)  

강의목표  카드뉴스를 이해하고, 나만의 디지털콘텐츠를 만들어본다.

수강요건  컴퓨터 중급이상, 줌(ZOOM) 설치 요망

준 비 물 컴퓨터 또는 노트북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카드뉴스란? 카드뉴스의 개념을 알고 계획하여 제작해본다.

2강
미리캔버스 
사용하기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고
회원가입을 한다.

3강 상장만들기 문서 서식 비즈니스 서식을 이용하여 상장을 만들어본다.

4강 쿠폰 만들기 티켓 서식으로 가족찬스쿠폰을 만들어본다.

5강
채널아트/썸네일 

만들기
유튜브/팟빵 서식으로 채널아트와 썸네일을 만들어본다.

6강 이력서 만들기 문서서식을 이용하여 이력서를 만들어본다.

7강 발표자료 만들기1 프리젠테이션 서식을 이용하여 발표자료를 만들어본다.

8강 발표자료 만들기2 프리젠테이션 서식을 이용하여 발표자료를 만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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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한 학습도우미 ]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스마트한 학습도우미 강의방법 화상강의(Zoom)

강의일정 4분기 (8회 : 10/7 ~ 11/25)  요일/시간 목요일 / 14:30~16:00

강 사 명   전명규(주강사),  이남순(서포터즈)  

강의목표   스마트한 효율적 활용능력 배양으로 삶에 행복 및 가치창조 

수강요건   컴퓨터 중급이상, On-Line 강의 수강 가능하신 분, 줌(ZOOM) 설치 요망

준 비 물  스마트폰, PC(웹캠, MIC, Speak) 또는 노트북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On-Line 학습에 

대하여
- 스마트하게 학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화상수업의 종류

2강
On-Line 학습 

운용
- 화상 수업에 참여하기, 화상 수업에서 참여하고 소통하기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3강

On-Line 학습을 
위한 강의 
계획세우기

- 늘배움 사이트 접속하여 강의계획수립 
- 그 외 강의를 수강할수 있는 사이트 알아보기

4강 구르미 대하여 학습
- 구르미(GooroomeeBiz) 설치 및 학습 
- 기능 및 사용법 익히기

5강 줌(Zoom) 학습-1
- 줌(Zoom)설치 및 학습
- 기능 및 사용법 익히기1

6강 줌(Zoom) 학습-2 - 기능 및 사용법 익히기2

7강
미더스(MeetUs) 

학습 및 그외

- 미더스(MeetUs) 설치 및 학습 
- 기능 및 사용법 익히기
- 그 외 On-Line Tools

8강
종합정리
및 Q&A

- 종합정리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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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완전정복 B ]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스마트폰 완전정복 B 강의방법 화상강의(Zoom)

강의일정 4분기 (8회 : 10/8 ~ 11/26 )  요일/시간 금요일 / 10:00~11:30

강 사 명  김 숙(주강사), 정경옥(서포터즈)

강의목표
스마트폰 기본설정부터 차근차근 학습하고, 내 스마트폰의 기능을 200%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수강요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캠이 설치된 컴퓨터나 노트북

준 비 물 필기도구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스마트폰이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알아보기
상태표시줄에 대해 살펴보기
내폰의 모델명 알아보기(이름변경)

2강 설정기능 익히기
디바이스정보, 초기화기능
나만의 벨소리 변경하기
발신자이름 불러주기

3강 네비게이션바
디스플레이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
(배경화면, 네비게이션바, 눈에 확 띄는 키보드설정)

4강 SOS메시지 기능 긴급상황시 측면버튼 눌러서 SOS요청하기

5강
PLAY 스토어에서 
앱설치 및 삭제

Play스토어에서 앱설치해보고 삭제하기
초성게임 설치 및 삭제
타자연습게임 설치 및 삭제

6강
파일관리자 
활용하기 내폰에 있는 자료를 한눈에 보기(다운로드한 파일을 쉽게 찾을수 있어요)

7강 앱스버튼 활용하가
앱스버튼 이렇게 사용하면 유용해요
홈화면에 폴더정리(스마트폰화면이 깨끗해졌어요)

8강 사진합성하기 예쁜액자안에 내 사진넣기, PIP카메라로 사진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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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로 일하기-컴퓨터]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디지털로 일하기 강의방법 화상강의(줌)

강의일정 4분기 (8회 : 10/8 ~ 11/26 )  요일/시간 금요일 / 14:30~16:00

강 사 명  배숙정(주강사), 이경미(서포터즈)

강의목표  구글드라이브를 이해하고,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다. 

수강요건  컴퓨터 중급이상, 줌(ZOOM) 설치 요망

준 비 물 스마트폰, 컴퓨터 또는 노트북 또는 패드, 와이파이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디지털 소양이란?& 
디지털 매너 지키기

디지털 소양 알아보고 인터넷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 알아본다.

2강
정보 검색하기 &

허위 정보 구분하기
포털사이트 상세 검색, 소셜 미디어 검색, 팩트 체크 사이트로 알짜 정보 골
라내기 등을 통해 정보 검색과 허위 정보 구분법을 알아본다.

3강
공유 드라이브 

알아보기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 알아보고, 계정 등록 및 파일 업로드, 공유 방법에 대
해 학습한다. 구글 문서에 대해 알아보고, 문서 작성 및 공유하기, 그리고 문
서 다운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4강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프레젠테이션을 작성, 공유해서 공동으
로 작업해 본다.

5강 구글 스프레드 시트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공동으로 작업해 본다.

6강 구글 설문지 구글 설문에 대해 알아보고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에 참여해 본다.

7강

디지털과 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하기
디지털과 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하기

8강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법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거래 방법을 알아본다.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 사례를 알아보고, 예방법을 학습하며 개인정
보 보호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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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