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특강 - [ 미술 갤러리투어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갤러리투어 강의방법 화상강의(줌)

강의일정 8/30, 9/6, 9/13, 9/27 (4회) 요일/시간  월11:00~11:40(4주)

강사명  김민구

강의목표
 국내 미술 전시장의 다양한 전시를 소개하며, 작품의 특징과 작업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수강요건  사전에 줌(ZOOM)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삼청동 갤러리투어  최수앙 조각전 외

2강 사비나미술관  이이남 –영상 설치전 외

3강 아시아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청년작가 아트페어로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4강 인사동갤러리
 다양한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로 기법이나 재료가 

 독특한 작품만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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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 온라인 실시간 줌 사용법 안내) 등을 읽어보시고, 강의 전에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회원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시간특강 - [뉴스로 배우는 일본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뉴스로 배우는 일본어 강의방법 화상수업(줌)

강의 일정 8/30, 9/6, 9/13, 9/27 (4회) 요일/시간 매주 월요일 14:00~14:40

강사명 오오츠루 아야카

강의목표 최근의 다양한 뉴스 영상을 보며 일본어를 배우기!

수강요건 초급 수준의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분, 사전에 줌(ZOOM)을 설치

준 비 물 강의 자료, 필기 도구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日テレ NEWS
영상 듣기 연습 / 표현 배우기 

※Youtube 영상 참고

2강
    日テレ NEWS 

    8월 2주차

  영상 듣기 연습 / 표현 배우기

   ※Youtube 영상 참고

3강
 日テレ NEWS 

 8월 3주차 

  영상 듣기 연습 / 표현 배우기

※Youtube 영상 참고

4강
    日テレ NEWS 

    8월 4주차 

  영상 듣기 연습 / 표현 배우기

※Youtube 영상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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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 온라인 실시간 줌 사용법 안내) 등을 읽어보시고, 강의 전에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회원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시간특강 - [중국어속담 배우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중국어속담 배우기 강의방법 화상강의(줌)

강의일정 8/31, 9/7, 9/14, 9/28 (4회) 요일/시간  매주 화요일 11:00~11:40

강사명  이 행 자

강의목표  중국어 속담을 배워 중국어를 더욱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수강요건  사전에 줌(ZOOM)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一年之计在于春，一日之计在于晨

十年树木，百年树人

活到老，学到老

1. 속담의 단어 익히기

2. 속담의 뜻 이해하고, 활용하기

2강

近朱者赤，近墨者黑

天下无难事，只怕有心人

一口吃不成个胖子

1. 속담의 단어 익히기

2. 속담의 뜻 이해하고, 활용하기

3강

远水不救近火，远亲不如近邻
心急吃不了热豆腐

江山易改，本性难移

1. 속담의 단어 익히기

2. 속담의 뜻 이해하고, 활용하기

4강

良药苦口利于病，忠言逆耳利于行

种瓜得瓜，种豆得豆

说曹操，曹操就到

1. 속담의 단어 익히기

2. 속담의 뜻 이해하고, 활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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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 온라인 실시간 줌 사용법 안내) 등을 읽어보시고, 강의 전에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회원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시간특강 - [시니어디지털코치입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시니어 디지털코치 입문 과정 강의방법 화상강의 (줌) 

강의일정 8/31, 9/7, 9/14, 9/28 (4회) 요일/시간  매주 화요일 / 2:00~2:40

강사명 오경순

강의목표 디지털시대 스마트한 시니어들의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돕는다

수강요건 스마트폰 활용 중급 이상, 줌(ZOO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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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ok구글 활용법 구글의 AI기능을 익혀 실생활에 활용한다.

2강 네이버 활용법 네이버 렌즈 활용법 등 네이버 서비스들을 익힌다.

3강 카카오 활용법 카카오 서비스들을 익혀 실생활에 활용한다.

4강 갤러리 활용법
스마트폰 갤러리의 유용한 기능들을 익혀 

컨텐츠를 생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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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 온라인 실시간 줌 사용법 안내) 등을 읽어보시고, 강의 전에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회원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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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일정 9/2, 9/9, 9/16, 9/23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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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좋은날

말하기를

지금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손으로 표현한다.

딱딱한 말랑한 촉감 표현으로 인지를 확장한다.

2강
꽃물

코끼리와 거미줄

기체조를 접목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건강을 증진을 도모한다.

해따기, 복따기 손유희로 모관운동 뇌로 산소를 공급한다.

3강
어화둥둥

퐁당퐁당

얼굴과 손으로 방향과 위치를 정하고 변경하면서 뇌를 활성화 

시킨다. 주먹, 보를 팔을 펴면서/접으면서/한쪽씩 바꿔가면서 

반복하는 드릴기법을 배운다.

4강
누이

쥐가 열마리

부드러운 리듬의 시니어 손유희로 워밍업 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손유희로 순발력, 표현력을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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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 온라인 실시간 줌 사용법 안내) 등을 읽어보시고, 강의 전에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회원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시간특강 - [TED로 배우는 영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TED로 배우는 영어  강의방법 화상강의(줌)

강의일정 9/2, 9/9, 9/16, 9/30 (4회) 요일/시간  목요일  11:00~11:40

강사명  이  선  미

강의목표  세계적인 지식 공유 체계 TED를 통해 영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키운다

수강요건  사전에 줌(ZOOM)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 비 물  ‘What makes a good life?’ 영어 스크립트를 밴드에 올려두겠습니다.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 비 고

1강
What makes a good life? 

(1/4)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

우리 인생을 절체에 걸쳐 75년간 724명의 연구한 

하버드에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자. 

2강
What makes a good life? 

(2/4)

이 중 한 명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몇몇은 알콜 중독자가 되었다.

설문, 인터뷰, 가족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했다.

3강
What makes a good life? 

(3/4)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얻었다. (세 가지 교훈)

4강
What makes a good life? 

(4/4)

은퇴 후,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0 0 0 한 사람들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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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 온라인 실시간 줌 사용법 안내) 등을 읽어보시고, 강의 전에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회원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시간특강 - [즐거운 우리집, 정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즐거운 우리 집, 정리 강의방법 화상 강의(줌)

강의 일정 9/2, 9/9, 9/16, 9/30 (4회) 요일/시간 매주 목요일 14:00~14:40

강사명 김고은

강의목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쉽고 간단한 정리정돈 기술 습득, 

시니어 생활 문화 활성화

수강요건 정리정돈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어르신, 사전에 줌(ZOOM)을 설치 요망 

준 비 물 매주 간단한 개인 준비물 / 양말, 세면타월, 반소매 티셔츠, 종량제 봉투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우리 집 정리
. 내 삶에 정리가 필요한 이유

. 버린 후에 보이는 것들
필기도구

2강 옷장 정리
. 옷장 속 나의 심리

. 일 년 내내 깔끔한 옷장 유지하는 법

반소매 

티셔츠

3강 주방⋅냉장고 정리
. 식탁 위의 잡동사니

. 냉창고인 냉장고, 사고의 전환이 시작

종량제 

봉투

4강 현관⋅욕실 정리
. 우리 집의 첫 인상, 현관 신발 정리

. 욕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

양말

세면타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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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 온라인 실시간 줌 사용법 안내) 등을 읽어보시고, 강의 전에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회원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시간특강 – [가을, 인문의 숲]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가을, 인문의 숲 강의방법 화상강의(줌)

강의 일정 9/3 ~ 9/24, 4회 요일/시간   금요일 14:00~14:40

강사명 김혜주

강의목표

이 강좌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인문학이 오늘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문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독립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가를 문학 작품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 삶을 통찰해보기로 한다.

준 비 물 사전에 줌(ZOOM)을 설치 요망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삶의 인문학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을 만나다
  -삶의 도약을 원한다면

2강 다름의 인문학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를 만나다 
 -무엇을 향한 자유를 꿈꾸는가?

3강 실천의 인문학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찬가』를 만나다 
 -살아있는 경험을 쌓아라!

4강 희망의 인문학 루쉰 『아Q정전』을 만나다 
 -나를 어떻게 깨울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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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 온라인 실시간 줌 사용법 안내) 등을 읽어보시고, 강의 전에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회원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