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어 중급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중국어중급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4분기 (10회 : 10/12 ~ 12/14)  요일/시간 화요일 / 09:30~11:20

강 사 명  이 행 자

강의 개요  교재의 내용을 익힌 후 상황에 맞게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

준 비 물 맛있는 중국어Level 2(교재)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제11과

可以试穿吗？
단어, 본문 익히기

2강
제11과

可以试穿吗？
어법 可以，有点儿，一点儿，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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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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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이 힐링되는 정리수납법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마음이 힐링되는 정리수납법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4분기 (10회 : 10/13 ~ 12/15)  요일/시간  수요일 / 9:30~11:20

강 사 명  양수정

강의목표  공간은 넓게, 생활은 편리하게, 마음의 힐링은 덤~으로 

준 비 물 회차에 따라 준비물 있을수 있음(*표시 )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정리수납효과 정리수납 유형, 정리수납 기본원칙, 효율적인 수납시스템

2강 주방정리수납 1
수납용품 종류와 활용법, 주방 상,하부장 정리수납법
( *보자기 1개)

3강 주방정리수납 2
주방 서랍, 조미료 , 키큰장 정리수납, 비닐봉투 접는법과 수납
( * 종량제봉투 한 개)

4강 거실,현관,신발장수납 거실, 현관, 신발장, 정리수납법

5강 침구, 옷장 수납 옷장 정리수납의 문제점, 침구 정리수납( *쇼핑백 한 개)

6강 옷개기, 소품정리수납
옷개기 실습(양말, 팬티, 민소매, 반팔티, 후드티, 청바지, 타올1개)
소품 정리수납 ( *세탁소 옷걸이2개)

7강 소품, 화장대 소품 정리수납, 화장대, 액서세리 정리수납

8강 냉장고 수납 냉장고 청소, 냉장실 선반, 서랍, 문짝 정리수납

9강 냉동실, 김치냉장고 냉동실 식재료 보관방법, 냉동실, 김치냉장고 정리수납

10강 욕실, 베란다 수납 욕실 청소법 및 정리수납, 베란다 정리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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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말문트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영어로 말문트기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4분기 (10회 : 10/14 ~ 12/16)  요일/시간  목요일 / 9:30~11:20

강 사 명  이 선 미

강의 개요  영어회화 패턴으로 능숙하게 말하기 연습하기

준 비 물  영어회화 핵심패턴 233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Are you still...? 여전한지 물을 때 사용하는 패턴 익히기

2강
 Are you happy 
with...?

만족하는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 패턴 익히기

3강  Aren’t you...? 짐작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패턴 익히기

4강  This is just... 겸손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패턴 익히기

5강  Is this your...? 상대방의 물건이나 생각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패턴 익히기

6강  That’s exactly what... 동의할 때 사용하는 패턴 익히기

7강  There’s only... 무엇인가가 별로 없을 때 사용하는 패턴 익히기

8강  There’s no need to... 불필요한 일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사용하는 패턴 익
히기

9강  Is there any...? 무엇인가를 찾을 때 사용하는 패턴 익히기

10강  It’s difficult to... 곤란하거나 어려운 상황일 때 사용하는 패턴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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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인문학 – 소설과 영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책 인문학 –소설과 영화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4분기 (10회 : 10/13 ~ 12/15)  요일/시간  목요일 / 13:30~15:20

강 사 명  김혜주

강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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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준 비 물 사전에 줌(ZOOM)을 설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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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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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연필화 – 초급]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색연필화-초급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4분기 (10회 : 10/18 ~ 12/20) 요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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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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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일본어 ]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생활일본어 강 의 실 배움실 201호

강의일정 4분기 (10회 : 10/18 ~ 12/20 )  요일/시간  월요일 / 13:30~15:20

강 사 명  오오츠루 아야카

강의 개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표현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한다!

준 비 물 사전에 줌(ZOOM)을 설치 요망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어디에 있어요?

<1과> 존재 동사 , 문법 활용 연습.(교재 p.14~16)

2강 <1과> 회화문 따라하기, 말하기&읽기 연습.(교재 p.12~13,17~18)

3강

수업을 시작합니다.

<2과> 동사의 종류, 긍정/부정 표현 (교재 p.26~28)

4강 <2과> 회화문 따라하기, 말하기 & 읽기 연습. (교재 p.25,29~30)

5강

~에 가지 않겠어요? 

<3과> 조사의 용법&권유 표현 (교재 p.38~40) 

6강 <3과> 회화문 따라하기, 말하기&읽기 연습.(교재 p.37,41~42)

7강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4과> 동사의 과거 긍정/부정 표현 (교재 p.50~52)

8강 <4과> 회화문 따라하기, 말하기&읽기 연습.(교재 p.49,53~54)

9강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갑니다. 

<5과> 동사의 목적 , 희망 표현.(교재 p.62~64)

10강 <5과> 화문 따라하기, 말하기&읽기 연습. (교재 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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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디지털코치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시니어 디지털코치양성과정 강 의 실 정보화교실

강의일정 4분기 (10회 : 10/12 ~ 12/14  )  요일/시간 화요일 / 13:30~15:20

강 사 명  오경순

강의 개요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시니어들의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돕는다

준 비 물 사전에 줌(ZOOM)을 설치 요망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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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ok구글 활용법 구글의 AI기능을 익혀 실생활에 활용한다.

6강 네이버 활용법 네이버 렌즈 활용법 등 네이버 서비스들을 익힌다.

7강 카카오 활용법 카카오 서비스들을 익혀 실생활에 활용한다.

8강 갤러리 활용법
스마트폰 갤러리의 유용한 기능들을 익혀 

컨텐츠를 생산 한다.

9강 모바일 사진 편집 사진 편집 기술을 익혀 소통의 도구로 활용한다.

10강 모바일 영상 편집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 기술을 익혀 영상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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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왕기초시작]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컴퓨터 왕기초시작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4분기 (10회 : 10/13 ~ 12/15) 요일/시간 수요일 / 13:30~15:20

강사명  소미정

강의목표
 컴퓨터입문자들이 부담 없이 즐겁게 수업을 동참할 수 있도록 반복 수업이 

되도록 한다.

수강요건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준 비 물  스마트폰, 와이파이 환경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1강 컴퓨터 시작하기 바탕화면, 아이콘, 폴더와 파일 등 기본적인 용어를 실습을 통해 익히기

2강
메모장 사용법과 

특수문자

가장 기초적인 문서작성법을 익히고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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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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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크리에이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유튜브 크리에이터(PC&스마트폰) 강 의 실 정보화교육실

강의일정 4분기 (10회 : 10/18 ~ 12/20) 요일/시간 월요일 / 9:30~11:20

강 사 명 김기자

강의목표
나만의 컨텐츠로 사진과 영상 등을 편집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 및 관리할 수 있다.

수강요건 컴퓨터 인터넷사용 검색 사용가능 중급 이상 – 유튜브 활용

준 비 물 구글계정(구글 아이디/비번)

강 의 내 용

일정 제  목 세부내용 (학습목표)

1강
  유튜브

  무료재료-음원

유튜브 계정만들기

픽사베이 또는 유튜브 무료음원

2강
무료 재료 – 

사진 및 인트로 영상

핀트레스트, pngegg 

무료 로고(인트로) 만들기-미리캔버스

3강 갤러리 갤러리 활용 사진편집 또는 사진편집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4강
나만의 영상촬영

(스튜디오 활용)

스마트폰으로 영상촬영-시낭독 또는 자기소개 등의 나레이션  

                    (핸드폰의 비디오촬영)

5강
나만의 영상촬영

(스튜디오 활용)

컴퓨터로 나만의 영상 촬영해보기

            -시낭독 또는  자기소개 등의 나레이션

6강 간단한 영상제작 -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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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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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10회 : 10/14 ~ 12/16)  게 시 일  화요일 / 9:30~11:20

강 사 명  엄영선

강의목표
ㅇ 오일파스텔로 부드럽고 따뜻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ㅇ 관찰과 표현을 통해 일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
ㅇ 명화 모사를 통해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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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꽃 그리기1
ㅇ 수업 개요, 기본적인 재료 사용법 안내
ㅇ 간단한 터치로 가능한 꽃 표현

2강 꽃 그리기2 ㅇ 꽃의 다양한 색과 모양 표현 통해 재료 익히기

3강
모네의 노을 지는 

하늘 그리기
ㅇ 문지르기 기법을 이용하여 색 표현하기
ㅇ 다양한 색의 조화 표현

4강
구름이 있는 가을 

하늘
ㅇ 색이 있는 바탕에 밝은 주제 표현
ㅇ 면봉과 휴지 사용 익히기

5강 과일 정물 그리기 ㅇ 과일의 양감표현

6강
물방울이 맺힌 
과일 그리기 ㅇ 다양한 과일과 물방울을 이용한 거리감 표현

7강 명화 정물화 모사 ㅇ 고흐, 고갱의 정물 작업 탐구

8강
생활 속 소품 

그리기 ㅇ 찻잔, 가방과 같은 일상 속 소품 표현

9강
가을, 겨울나무 

그리기 ㅇ 나무의 구조 파악과 양감 표현

10강
가을, 겨울나무가 
있는 풍경 그리기 ㅇ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 표현

※ 상기 내용은 강사의 진행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화상-ZOO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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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건강 손유희]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뇌건강 손유희 강의실 배움실 202호

강의일정 4분기 (2021.10.14. ~ 12.16) 요일/시간 목요일 / 09:30~11:20

강사명 권영옥

강의목표 시니어 실버 손유희를 배우면서 뇌건강을 도모한다.

수강요건

준 비 물

강 의 내 용

일정 제목 세부내용(학습목표) 비 고

1강 손목 강화 손유희 한 번에 한 단계씩 정확한 손 모양을 만들도록 한다.

2강 손목 강화 손유희2 단계별로 익힌 손동작을 연결한다.

3강 손목 강화 손유희3 음원에 맞추어 동작한다. 이때 숫자를 세지 않는다.

4강 가사전달 손유희 가사를 읽어 본다. 적절한 손동작을 생각해 본다.

5강 가사전달 손유희2 구성 된 손동작을 순서대로 기억하며 구령을 하면서 한다.

6강 가사전달 손유희3 음원을 느리게 빠르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움직여 본다.

7강 걷기가 들어가는 손유희 배웠던 동작에 걷기를 넣어 본다.

8강
걷기가 들어가는 

손유희2
걷기 동작과 무릎을 바운스하며 리듬감을 더한다.

9강 웃음웃기 손유희 웃음소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손으로 나타낸다.

10강 행복한 손유희 생각하고 말하고 걷고 웃으면서 뇌를 깨운다.

 



[힐링음악감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힐링음악감상 강 의 실 배움실 202호

강의일정 4분기 (10회 : 10/18 ~ 12/20)  요일/시간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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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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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