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특강 - [그림과 화가를 만나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그림과 화가를 만나다 강의방법 화상강의(줌)

강의일정 7/26 ~ 8/23, 4회 요일/시간  월요일 11:00~11:40

강사명  김민구

강의목표  다양한 표현으로 그려진 그림들과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들여다본다

수강요건  사전에 ZOOM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한국 단색화 작가
 단색화에 대한 설명 및 작품과 작가 소개

 (정상화, 박서보, 김태호)

2강
인생 후반에 그림을 

시작한 작가들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화가들 소개 (로즈 와일리, 해리 리버만, 모지스)

3강 꽃의 화가들
 독창적인 꽃을 표현한 작가 소개

 김종학, 정우범등..   성백주-장미

4강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  현재 표현하고 있는 그림의 다양성과 작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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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특강 - [일본어로 하는 전래동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일본어로 하는 전래동화 강의방법 화상 강의(줌)

강의 일정 7/26 ~ 8/23, 4회 요일/시간   월요일 14:00~14:40

강사명 오오츠루 아야카

강의목표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전래 동화로 일본어를 배워보자!

수강요건 사전에 ZOOM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 비 물 강의 자료, 필기 도구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일본 전래 동화>
すずめのひょうたん
(참새의 조롱박)

 *낱말과 표현 / 본문 듣고 따라 읽기, 
*문형과 문법 

2강

<한국 전래 동화>

   お日ひ さま、お月つきさま
(해님 달님)

   *낱말과 표현 / 본문 듣고 따라 읽기, 
*문형과 문법 

3강

<일본 전래 동화>

   鶴つるの恩返おんがえし
(은혜 갚은 학)

   *낱말과 표현 / 본문 듣고 따라 읽기, 
*문형과 문법 

4강

<한국 전래 동화>
   コンジパッジ
   (콩쥐 팥쥐)

   *낱말과 표현 / 본문 듣고 따라 읽기, 
*문형과 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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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특강 - [ 중국어노래 배우기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중국어노래 배우기 강의방법 화상강의(줌)

강의일정 7/27, 8/3, 8/10, 8/17 (총4회) 요일/시간  화요일  11:00~11:40

강사명  이 행 자

강의목표  중국어노래로 재밌게 중국어 배우기

수강요건  사전에 ZOOM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甜蜜蜜 
茉莉花

1. 노래가사 단어 익히기

2. 노래내용 알아보기

3. 노래 부르기

2강 月亮代表我的心
1. 노래가사 단어 익히기

2. 노래내용 알아보기

3. 노래 부르기

3강 夜来香
1. 노래가사 단어 익히기

2. 노래내용 알아보기

3. 노래 부르기

4강 我只在乎你
1. 노래가사 단어 익히기

2. 노래내용 알아보기

3. 노래 부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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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특강 - [시니어디지털코치입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시니어 디지털 코치 입문 강의방법 화상강의(줌)

강의일정 7/27 ~ 8/17, 4회 요일/시간  매주 화요일/ 2:00~2:40

강사명  오경순

강의목표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시니어들의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돕는다

수강요건  스마트폰 활용 중급 이상, ZOO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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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모바일 환경 점검
스마트폰의 환경을 내게 맞는 공간으로 바꿔 

사용하기 편리하게 한다.

2강 모바일 활용법 스마트폰의 유용한 기능들을 익혀 생활에 활용한다.

3강 모바일 인공지능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을 활용 할 줄 안다

4강 컨텐츠 제작법 모바일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생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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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특강 - [ 팝송영어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팝 송 영 어  강의방법 화상강의(줌)

강의일정 7/29~ 8/19, 4회 요일/시간  목요일  11:00~11:40

강사명  이  선  미

강의목표  팝송으로 영어를 배우고, 즐겁게 팝송을 부릅니다.

수강요건   사전에 ZOOM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Summer Holiday

코로나로 인해 휴가는 갈 수 없지만, 
Cliff Richard의 음악을 통해 

시원한 여름휴가의 기분을 느껴보아요.

2강 One Summer Night

영화, 드라마 삽입곡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진추하의 One Summer Night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정서를 노래해보아요.

3강 Que Sera, Sera

Doris Day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곡
Que Sera, Sera를 
즐겁게 불러보아요.

4강 Evergreen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노래한
Susan Jacks의 Evergreen을

함께 불러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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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특강 – [ 뇌건강 손유희 ]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뇌건강 손유희 강의방법 실시간(zoom)

강의일정 2021.07.29. ~ 08.19 요일/시간  목요일/11:00~11:40

강사명 권영옥

강의목표 나와 있는 ‘뇌’라 불리는 손! 노랫말이나 리듬에 맞춰 손을 움직여 뇌 건강 도모

수강요건 사전에 zoom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엽전 열 닷 냥,

거미줄

실버 시니어 손유희와 유아 아동용 손유희를 각각 배워보고

실습하면서 손과 입을 동시에 협응력까지 키운다.

2강
인절미와 총각김치,

보릿고개

가사에 맞춘 동작과 음율이나 박자에 중점을 두어 손동작을

표현하고 구분해서 익혀본다.

3강
호빵 찐빵,

월화수목금토일

상∙하∙좌∙우를 한 번씩, 상∙하 동시, 좌∙우 동시, 교차표현 등

순서와 위치 동작 방법 등을 변형하여 다양한 표현기법을 

배운다.

4강
기타부기,

나는 주전자

박자에 맞는 8박, 4박 손동작의 반복

사물을 몸과 손으로 표현하며 창의성 전달력 인지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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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특강 - [ 문학 산책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문학 산책 강의방법          화상강의(줌)

강의일정 7월 30일 – 8월 20일, 4회 요일/시간 금요일 11:00 – 11:40

강사명  이상열

강의목표  격리된 환경에서 시, 수필, 소설의 맛을 보고 심도 있는 관심을 유발시키고자 함 

수강요건  사전에 ZOOM을 설치함

준 비 물  줌이 설치되고 카메라가 설치된 PC, 노트북, 스마트폰 중 택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오리엔테이션

현대시 감상

 - 수업 방향과 내용 안내

 - 자기 소개하기

 - 현대시 감상 (e메일로 수업 전에 자료 배포) 

2강
수필의 이해

감상과 의견 나누기

 - 수필의 간략한 설명

 - 수필 감상과 토론 (사전 자료 배포)

 - 피천득 <인연>

3강
단편소설 감상과 

의견 나누기

 - 단편소설 감상 (사전 자료 배포)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4강
단편소설 감상과 

의견 나누기

 - 단편소설 감상 (사전 자료 배포)

 - 박완서 <마른 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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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안의 비서]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내 손안의 비서 강의방법 실시간 화상(구루미)

강의일정 3분기(10회: 7.13.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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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A]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A 강 의 실 실시간 화상(구루미)

강의일정 3분기(10회: 7.1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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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화상(구루미)

강의일정 3분기 (10회: 7.15. ~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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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학습 도우미]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스마트한 학습 도우미 강 의 실 실시간 화상(구루미)

강의일정 3분기 (10회: 7.16. ~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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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특강 – [ 뇌건강 손유희 ]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뇌건강 손유희 강의방법 실시간(zoom)

강의일정 2021.07.29. ~ 08.19 요일/시간  목요일/11:00~11:40

강사명 권영옥

강의목표 나와 있는 ‘뇌’라 불리는 손! 노랫말이나 리듬에 맞춰 손을 움직여 뇌 건강 도모

수강요건 사전에 zoom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엽전 열 닷 냥,

거미줄

실버 시니어 손유희와 유아 아동용 손유희를 각각 배워보고

실습하면서 손과 입을 동시에 협응력까지 키운다.

2강
인절미와 총각김치,

보릿고개

가사에 맞춘 동작과 음율이나 박자에 중점을 두어 손동작을

표현하고 구분해서 익혀본다.

3강
호빵 찐빵,

월화수목금토일

상∙하∙좌∙우를 한 번씩, 상∙하 동시, 좌∙우 동시, 교차표현 등

순서와 위치 동작 방법 등을 변형하여 다양한 표현기법을 

배운다.

4강
기타부기,

나는 주전자

박자에 맞는 8박, 4박 손동작의 반복

사물을 몸과 손으로 표현하며 창의성 전달력 인지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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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