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앙코르 커리어개발 - 청년대상

 ❍ 그린인테리어 디자이너 양성과정

  · 강 사 명 : 노민영(디자인휴면협동조합 이사장) 외 1명

  · 강의일정 : ’18. 4. 6. ~ 6. 8. (매주 금요일, 19:00~22:00)

  · 교육장소 : 디자인휴먼학원(김대중컨벤션센터)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4. 6.

(금)

 [실내조경의 필요성과 역사 및 범위]
 - 실내환경분석에 따른 실내조경의 필요성과 접근법.
 - 실내조경의 역사를 배경으로 시대적 특성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관련기관 정책탐구

강의
기획

2
4. 13.

(금)

 [관엽식물의 분류 및 플랜팅]
 - 식물의 생리적 환경 분석과 성상에 따른 분류.
 - 플랜팅에 필요한 각각의 재료 및 특성이해, 디자인 원리를 바탕으로 

준비된 재료를 이용한 플랜팅

강의
실습

3
4. 20.

(금)

 [실내공간에 대한 이해, 실내조경 디자인, 실내조경 계획의 특수성]
 - 실내공간의 구조적, 장식적 요소와 테마별 콘셉트 이해
 - 공간의 특성에 맞는 실내조경계획

강의
기획

4
4. 27.

(금)

 [그린아치 및 로드장식]
 - 최근 소비자유형 분석, 공간비례 아치 및 로드장식의 규격, 형태 분석
 - 그린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테크닉마스터와 공간연출

강의
실습

5
5. 4.

(금)
 [실내조경계획 과정, 설계 작업, 시공]
 - 실내조경 계획과정에 따른 디자인기획, 도면작성

강의
기획

6
5. 11.

(금)

 [에어플랜트 행잉장식]
 - 에어플랜트 종류 및 특성분석, 행잉장식을 위한 프레임 제작, 행잉 

공간장식

강의
실습

7
5. 18.

(금)
 [실내조경 설계 및 시공사례]
 - 실내 공간별 특성이해와 공간의 기능에 부합한 우수사례 조사 분석

강의
기획

8
5. 25.

(금)

 [플랜터정원]
 - 플랜터정원에 필요한 자연소재, 인공소재 특성이해 및 플랜터정원 테마, 

디자인기획 스킬 마스터, 플랜터정원 연출

강의
실습

9
6. 1.

(금)

 [환경과 유지관리, 실내조경 재료]
 - 실내환경 분석 및 그린인테리어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 요소분석
 - 실내조경에 도입되는 자연적, 인공적 재료 및 시장현황 분석

강의
기획

10
6. 8.

(금)

 [그린월장식]
 - 그린월장식을 위한 환경분석 및 구조적 접근법 학습, 그린월장식 스케치 

및 연출

강의
실습



 ❍ 드론SW제어 2급 지도사 양성과정(학생SW코딩교육용 드론)

  · 강 사 명 : 김동윤(글로벌영재수학아카데미 센터장) 외 3명

  · 강의일정 : ’18. 4. 2. ~ 4. 26. (월/화/수/목, 10:00~12:00)

  · 교육장소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 변동가능, 추후공지)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4. 2. (월)
 [드론의 이해 : Drone]
 - 드론의 정의, 활용, 원리

2 4. 3. (화)
 [드론의 제어 :  Drone Simulator (드론 시뮬레이터)]
 - 드론의 조정

동영상
PPT 강의
교재-이론

3 4. 4. (수)
 [드론의 제어]
 - 드론의 트림 및 관리, 제어 프로그래밍

교재-이론
Simulator
- 실습

4 4. 5. (목)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역할]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어떻게 예측되는가?

교재-이론
드론-실습

5 4. 9. (월)
 [시뮬레이션 : Rokit Simulator (로킷 시뮬레이터)]
 - 하드웨어 제어

Simulator
드론-실습

6 4. 10. (화)
 [시뮬레이션 : Rokit Simulator]
 - 하드웨어 입출력활용, Rokit Simulator를 이용한 로봇 시뮬레이션

Simulator
드론-실습

7 4. 11. (수)  - 팀별 모의 가상수업 발표 (팀 프로젝트 주제선정 및 발표)
모의수업
항목평가

8 4. 12. (목)
 [이미지 메이킹]
  효과적인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스킬 

9 4. 16. (월)
 [코딩의 기초 : Rokit Brick (스크래치 기반의 로킷 브릭)]
 - 코딩기초 프로그래밍 (Snap4Arduino(스냅4아두이노)

교재-이론
드론-실습

10 4. 17. (화)
 [코딩의 기초 : Rokit Brick]
 - 코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드론 제어프로그래밍

Rokit Brick
드론-실습

11 4. 18. (수)
 [코딩의 기초 : Rokit Brick]
 - 코딩을 이용한 드론 제어 프로그래밍(장애물 통과)  

Rokit Brick
드론-실습

12 4. 19. (목)
 [코딩의 기초 : Rokit Brick]
 - 드론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한 미션수행 실습(미션1, 미션2, 

미션3 알고리즘 현장 발표)

Rokit Brick
드론-실습

13 4. 23. (월)  - 팀별 모의 가상수업 발표 (팀 프로젝트 주제선정 및 발표)
모의수업
항목평가

14 4. 24. (화)
 [코딩의 응용 : Arduino (아두이노)]
 - 아두이노의 기초

Arduino
드론-실습

15 4. 25. (수)
 [코딩의 응용 : Arduino]
 - 아두이노의 기초드론제어

Arduino
드론-실습

16 4. 26. (목)  드론SW제어 2급 자격시험 실시 (미션1, 미션2, 미션3)
 미션수행

채점



 ❍ 광주 청년 방송인 양성과정

  · 강 사 명 : 나선희(나선희 스피치커뮤니케치션즈 대표) 외 5명

  · 강의일정 : ’18. 4. 3. ~ 6. 19. (매주 화요일, 14:00~17:00)

  · 교육장소 : 나선희 스피치커뮤니케이션즈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4. 3. (화)
 [오리엔테이션 & 아이스브레이킹, 광주청년의 비전]
 - 강사소개 및 교육과정 소개, 교육생 자기소개와 아이스브레이킹

강의

2 4. 10. (화)
 [방송인의 기본1, 발음&발성]
 - 개인별 음성진단과 컨설팅, 전달력 강화를 위한 음성훈련
 - 자음과 모음 발음법, 발음표를 이용한 반복훈련

강의,
컨설팅,
실습

3 4. 17. (화)

 [방송인의 기본2, 방송인의 이미지, 방송의상과 분장, 헤어 연출법]
 - 방송인의 이미지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
 - 방송인의 복장과 컬러, 방송 메이크업과 일반 메이크업의 차이
 - 개별 분장 실습과 코칭

강의
컨설팅,
실습

4 4. 24. (화)
 [현직 앵커와의 만남, 방송실전 훈련1, 뉴스를 대하는 자세]
 - 뉴스 앵커에게 배우는 현장감각, 광주청년방송, 앵커의 자세와 역할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의 차이점

강의,
실습

5 5. 1. (화)

 [현직 리포터와의 만남, 방송실전 훈련2, 인터뷰와 리포팅]
 - 리포터의 기본기, 인터뷰, 리포팅 기법
 - 리포팅 원고 리딩 실습, 인터뷰 앙케이트 작성과 애드리브
 - 경청의 자세

강의,
실습

6 5. 8. (화)

 [현직 방송작가와의 만남, 방송실전 훈련3, 인문학적 방송인]
 - <6시 내고향>과 구성 핵심구조, 대본 작성 기본과 구성
 - 광주청년의 광주정신, 문화가 되다. (광주정신과 인문학의 융합)
 - 인문학을 통한 카드뉴스 제작실습

강의,
실습

7 5. 15. (화)
 [광주청년방송 실전방송대비-기획]
 - 광주청년방송(GYB) GBN 뉴스, 현장인터뷰, 카드뉴스
 - 방송 스태프 구성과 역할, 취재/대본작성/리딩 훈련

강의,
컨설팅,실습

8
5. 23. (수)

※ 5월22일 
석가탄신일
요일변경

 [광주청년방송실전방송대비-리허설]
 - 광주청년방송(GYB) GBN 뉴스, 현장인터뷰, 카드뉴스
 - 개인별 시범방송(10분), 개인별 VCR 촬영 및 피드백

강의,
컨설팅,실습

9
5. 28. (월)

※ 5월29일 
화요일

요일변경

 [광주청년방송생방송 실전1 GYB뉴스]
 - 뉴스원고 작성/리딩, 스태프 역할 분담
 - 생방송 실전 GYB 뉴스, 페이스북 생방송 및 유튜브 게시

실습

10 6. 5. (화)
 [광주청년방송 생방송 실전2 GYB현장리포트]
 - 광주청년 활동상, 대본작성 구성, 현장 리포팅, 화제의 인물 인터뷰
 - 스태프 역할 분담, 페북 및 유튜브 생방송 진행

실습

11 6. 12. (화)
 [광주청년방송생방송 실전3 GYB카드뉴스]
 - 광주청년정신과 인문학 융합, 광주청년 비전을 말하다(카드뉴스)
 - 스태프 역할 분담, 페북 및 유튜브 생방송 진행

실습

12 6. 19. (화)
 [최종 모니터링 & 수료식]
 - 방송 모니터링과 자료정리, 향후 GYB/동아리 활성화 모색토의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기념촬영

실습



◈  앙코르 커리어개발 - 3040경력단절여성대상

 ❍ 퓨전디저트와 건강음료 전문가 과정

  · 강 사 명 : 이은경(광주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교수) 외 2명

  · 강의일정 : ’18. 4. 9. ~ 5. 30. (월, 목요일, 09:30~12:30)

  · 교육장소 : (사)남도전통음식연구회 교육장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4. 9. (월)  -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디저트와 음청류 의 변천사 이론강의

2 4. 12. (목)  - 기초 조리학, 식품위생학, 기초계량법 이론강의

3 4. 16. (월)
 - 바삭 한입 견과바, 재료혼합기법, 수제건강간식
 - 상품화 포장기법

이론 및
시연, 
실습

4 4. 19. (목)
 - 건강음료 - 키위 방풍 쥬스
 - 음식궁합, 상생과 상극식품 구별이론, 영양성분, 효능

이론 및
시연, 
실습

5 4. 23. (월)
 - 수제 잼, 레몬손질법 제대로 알기
 - 버터와 오일의 성분에 따른 혼합기법, 상품화 포장기법

이론 및
시연, 
실습

6 4. 26. (목)  - 도넛설기, 천연색소활용기법, 필링 만들기, 상품화 포장기법
이론 및
시연, 
실습

7 4. 30. (월)  - 꽃 부각, 천연색소활용기법, 상품화 포장기법
이론 및
시연, 
실습

8 5. 3. (목)  - 삼색 연근칩, 천연색소 활용기법, 상품화 포장기법
이론 및
시연, 
실습

9 5. 14. (월)  - 분자요리 젤리플라워, 천연색소 활용기법, 상품화 포장기법
이론 및
시연, 
실습

10 5. 17. (목)
 - 힐링 음료 - 토마토 샐러리 레몬쥬스
 - 음청류의 문화론, 분류, 웰빙 식생활과 건강

이론 및
시연, 
시음

11 5. 21. (월)
 - 건강 스무디 - 대추 인삼 스무디
 - 음식궁합 및 재료 배합법, 상품화 포장기법

이론 및
시연, 
실습

12 5. 24. (목)
 - 건강음료 - 청담동 밀싹 쥬스
 - 음식궁합 및 재료 배합법, 상품화 포장기법

이론 및
시연, 
실습

13 5. 30. (월)  - 종강 및 수료식 수료식



 ❍ 소규모 패션창업을 위한 여성커리어 개발

  · 강 사 명 : 백정현(전남대학교 강사) 외 2명

  · 강의일정 : ’18. 4. 6. ~ 6. 15. (매주 금요일, 14:00~17:00)

  · 교육장소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4. 6. (금)
 [오리엔테이션]
 - 교육과정 소개 및 2018 SS 패션트렌드경향 분석
 - 교육과정과 연계된 인터넷카페개설 및 활용법 설명

ppt 활용 및 인터넷 
매체 활용, 제작실습

2 4. 13. (금)

 [패션 아이템의 이해와 활용]
 - 패션 아이템의 종류와 활용법 설명
 - 패션 아이템 이미지 맵 실습
 - 2018 SS 트렌드 패션 아이템 조사

ppt 활용 및 인터넷 
매체 활용, 제작실습

3 4. 20. (금)

 [패션 컬러의 이해와 활용]
 - 패션 컬러의 이해와 활용법 설명
 - 패션 컬러 이미지 맵 실습
 - 2018 SS 트렌드 패션 아이템 조사

ppt 활용 및 인터넷 
매체 활용, 제작실습

4 4. 27. (금)

 [패션 소재의 이해와 활용]
 - 패션 소재의 이해와 활용법 설명
 - 패션 소재 이미지 맵 실습
 - 2018 SS 트렌드 패션 아이템 조사

ppt 활용 및 인터넷 
매체 활용, 제작실습

5 5. 4. (금)
 [광주 패션 시장 조사 및 탐방] 
 (Off Line 시장조사- 광주권역- 충장로 패션거리)

현장탐방 활동

6 5. 11. (금)

 [체형별 패션 코디네이션] 
 - 체형별 패션 코디네이션 활용법 설명 
 - 개인 체형 분석 및 코디네이션 실습 
 - 개인별 코디네이션 맵 실습

ppt 활용 및 인터넷 
매체 활용, 제작실습

7 5. 18. (금)
 [패션액세서리 제작 및 활용 Ⅰ]
 - 패셔너블 에코백 만들기

ppt 활용 및 인터넷 
매체 활용, 제작실습

8 5. 25. (금)
 [패션액세서리 제작 및 활용 Ⅱ]
 - Must have Item: 가죽태슬 만들기

ppt 활용 및 인터넷 
매체 활용, 제작실습

9 6. 1. (금)
 [패션액세서리 제작 및 활용 Ⅲ]
 - 헌청바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코사지 만들기

ppt 활용 및 인터넷 
매체 활용, 제작실습

10 6. 8. (금)  [SNS를 활용한 쇼핑몰 창업설명] 
ppt 활용 및 인터넷 
매체 활용, 제작실습

11 6. 15. (금)  [작품결과에 따른 시상 및 수료식] 



 ❍ 새로운 놀이문화! Again 창의보드 게임 지도사

  · 강 사 명 : 신연희(창의교육문화협동조합 이사장) 외 4명

  · 강의일정 : ’18. 4. 4. ~ 6. 20. (수, 금요일, 10:00~12:00)

  · 교육장소 : 광주 북구 평생학습관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4. 4. (수)
 - 오리엔테이션
 - 보드게임의 개론 및 역사, 교육학

PPT, 교재 강의

2 4. 6. (금)
 - 보드게임을 이용한 교육기관에서의 수업활용
  (초, 중, 고, 돌봄 교실 등)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3 4. 10. (수)
 - 보드게임을 이용한 교육기관에서의 수업활용
  (도서관등 관공서)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4 4. 13. (금)
 - 보드게임을 이용한 교육기관에서의 수업활용
  (지역아동센터 등)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5 4. 18. (수)  - 창의체험 보드게임을 이용한 교과활용방법 연구(수학)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6 4. 20. (금)  - 창의체험 보드게임을 이용한 교과활용방법 연구(수학)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7 4. 25. (수)  - 창의체험 보드게임을 이용한 교과활용방법 연구(과학)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8 4. 27. (금)
 - 창의체험 보드게임을 이용한 교과활용방법 연구
  (문학, 예술)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9 5. 2. (수)  - 온라인게임의 이해 및 사례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10 5. 4. (금)
 - 창의체험 보드게임을 이용한 교과활용방법 연구
  (심리, 인성)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11 5. 9. (수)  - 연령별 보드게임 활용법(유. 초등)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12 5. 11. (금)  - 연령별 보드게임 활용법(중, 고등)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13 5. 16. (수)  - 활동을 위한 티칭 및 스피칭 기술
P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14 5. 18. (금)  - 보드게임 교안작성, 연간계획안작성
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15 5. 23. (수)  - STEAM&영재교육과 보드게임
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16 5. 25. (금)  - 보드게임과 신체활동
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17 5. 30. (수)  - 활동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18 6. 1. (금)  - 보드게임 PPT 기술
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19 6. 8. (금)  - 보드게임 확장활동을 위한 아이디어1
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20 6. 15. (금)  - 보드게임 확장활동을 위한 아이디어2
PT, 교재 강의, 

토론실습

21 6. 20. (수)
 - 개별 시연발표, 계획안 PPT 첨부
 - 수료식 (자격증 증정 및 우수학생 표창) 

PT, 시연발표
수료식 



◈  앙코르 커리어개발 – 중장년 대상

 ❍ 브루마스터 클래스

  · 강 사 명 : 송승철(독일맥주 대표) 외 1명

  · 강의일정 : ’18. 4. 6. ~ 6. 22. (매주 금요일, 13:00~16:00)

  · 교육장소 : 광주 동구 독일맥주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4. 6. (금)
 [맥주 재료와 구성요소]
 - 맥아, 효모, 물, 호프 등 맥주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앞으로 유의해야 할 것들을 간단히 배워본다.

강의,
실습 

2 4. 13. (금)
 [맥아 만들기]
 - 보리를 물에 불려서 보리싹을 게운 후 높은 온도에서 말려 맥아를 

만드는 과정을 서술한다.

강의,
실습 

3 4. 20. (금)
 [맥아즙 만들기]
 - 맥아를 가루로 만든 후에 물과 혼합하여 일정한 온도와 시간을 

거친 후 필터를 통해서 찌꺼기를 정제하여 맥아즙을 만드는 과정

강의,
실습 

4 4. 27. (금)
 [맥주의 기원과 역사]
 - 맥주의 기원과 역사를 배워본다.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는 맥주가 

탄생하게 된 배경들의 야사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본다.
강의

5 5. 4. (금)
 [맥아즙의 필터링과 가열하기]
 - 맥아즙의 정제과정과 가열하는 과정에 필요한 온도 및 공정을 

심층적으로 알아본다.

강의,
실습 

6 5. 11. (금)
 [맥아즙 발효과정]
 - 맥아즙에 효모와 호프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15~20도씨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본다.

강의,
실습 

7 5. 18. (금)
 [저장 공정]
 - 발효과정이 끝난 맥주는 낮은 온도인 0도에서 저장하는 과정을 거

치는데 이 과정에서 불순물 및 기타 유의사항들을 배워본다.

강의,
실습 

8 5. 25. (금)
 [맥주의 종류와 구분방법]
 - 와인처럼 다양한 구분을 해야 하는 맥주들의 개성을 배워보고, 자

신의 취향에 맞는 맥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본다.
강의

9 6. 1. (금)
 [맥주의 병입 공정]
 - 완성된 맥주를 병이나 캔 등에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본다. 가장 기

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병입 과정을 배워본다.

강의,
실습 

10 6. 8. (금)
 [맥주 제조 실습]
 - 실제 학습자들이 직접 맥아 효모 호프 등의 비율을 조절해서 자신

들의 맥주를 제조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실습

11 6. 15. (금)
 [개성이 강한 맥주 IPA]
 - 아이피에이 계열의 맥주의 종류와 독특한 개성을 배워보고 일반 맥

주주조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배워본다.
강의

12 6. 22. (금)

 [맥주 제조 실습 2]
 - 발효과정을 거쳐 완성된 맥주를 병입해보고, 시음을 진행한다.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맥주 제조과정을 되짚어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실습



 ❍ 오늘부터 나는 스마트워커다Ⅱ

  · 강 사 명 : 박마리아(한국정보화진흥원 강사) 외 1명

  · 강의일정 : ’18. 4. 3. ~ 6. 26. (매주 화요일, 09:30~12:30)

  · 교육장소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4. 3. (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 구글 드라이브, 구글 독스, 크롬
PPT자료

실습

2 4. 10. (화)
 [스마트워커 맞춤형 작업 환경 만들기]

 - 스마트폰에서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독스 앱 설치와 사용 
PPT자료

실습

3 4. 17. (화)  [지메일 사용법과 구글 캘린더 할일관리, 주소록] 
PPT자료

실습

4 4. 24. (화)

 [링크와 콘텐츠가 있는 구글 문서 만들기]

 - 보고서 만들고, 링크, 공유, 협업 작업으로 구글 문서를 만든다.

 - 그림, pdf 파일이 텍스트 문서로 변환

PPT자료
실습

5 5. 1. (화)

 [구글 설문지로 내게 맞는 설문 만들기]

 - 강사, 단체는 만족도조사, 수요조사    

 - 1인 기업에서는 주문서

PPT자료
실습

6 5. 8. (화)
 [설문지 데이터 관리, 활용]

 - 수집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서 관리
PPT자료

실습

7 5. 15. (화)  [모바일에서 스프레드시트 활용]
PPT자료

실습

8
5.21. or 23.

(월 or 수)

 [파워포인트를 대신하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파워포인트 파일 수정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기

 - 5분 만에 만드는 협업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PPT자료
실습

9 5. 29. (화)  [구글 포토로 사진 보관하고 활용하기]
PPT자료

실습

10 6. 5. (화)
 [모든 기기에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에버노트]

 - 에버노트 가입, 사용법, 웹과 PC, 모바일 에버노트
PPT자료

실습

11 6. 12. (화)
 [모든 기기에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에버노트]

 - 글쓰기, 태그, 노트, 노트북, 웹 클리퍼로 자료 스크랩
PPT자료

실습

12 6. 19. (화)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Ok Mindmap]

 - Mindmap 가입과 사용하여 나의 포트폴리오 맵 만들기 
PPT자료

실습

13 6. 26. (화)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Ok Mindmap]

 - 만들어진 맵을 활용하여 PPT 만들기와 한글보고서 만들기
PPT자료

실습



 ❍ 즐거운 동화구연과 동극 “배워서 남주자”

  · 강 사 명 : 양소영(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외 1명

  · 강의일정 : ’18. 4. 4. ~ 6. 27. (수요일, 10:00~13:00)

  · 교육장소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4. 04. (수)
 - 개강식
 - 자기소개, 호흡법, 발성법

강의 및 실기

2 4. 11. (수)
 - 동화구연의 역사와 흐름
 - 이야기 꾸미기, 시청각교구사용법

강의 및 실기

3 4. 18. (수)  - 동화구연 리더십 강의

4 4. 25. (수)
 - 동화 개작법
 - 동화구연 실기지도

강의 및 실기

5 5. 02. (수)
 - 동화화술기법
 - 동화구연 실기지도

강의 및 실기

6 5. 09. (수)
 - 제스처의 이론과 실제
 - 동화구연 실기지도

강의 및 실기

7 5. 16. (수)
 - 스팟 기법과 아이스 브레이킹
 - 손유희

강의

8 5. 23. (수)
 - 동극 표현활동
 - 연극놀이

팀별실습

9 5. 30. (수)
 - 시청각 교구 만들기
 - 종이컵인형 외

실습

10 6. 04. (월)
 - 동화구연 응용 1
 - 북아트

강의 및 실습

11 6. 11. (월)
 - 동극 표현활동
 - 연극놀이

팀별실습

12 6. 18. (월)
 - 즐거운 동화구연
 - 율동놀이

강의 및 실습

13 6. 20. (수)
 - 동화구연 응용 2
 - 패널시어터

강의

14 6. 27. (수)
 - 동화발표회
 - 종강식

실습



◈  미래설계 아카데미

 ❍ 슬금슬금 갭이어(Gap year); 나를 찾아가는 시간 (청년 대상)

  · 강 사 명 : 추민승(아모틱협동조합 대표) 외 2명

  · 강의일정 : ’18. 3. 31. ~ 6. 9. (토요일, ※교육시간 확인 필수)

  · 교육장소 : 광주 남구 청년센터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3. 31. (토)

14~18시

 [오리엔테이션]
 ① 프로그램 소개 및 활동계획 공유
 ② 아이스브레이킹
 ③ 개인 미션지 작성 (‘나’의 가치 찾기 테스트, 2018년 계획 3가지 적기)

PPT 후,
모둠활동

2

4. 7. (토)

10~19시

 [함께 하는 날 (관계 형성)]

 ① 나와 가장 친한 'OO' 소개하기

 ② 개인 미션 수행

  - 관계 정의하기 (의미), 관계라는 단어가 내게 주는 감정

  - 관계 개선 공략집 만들기

 ③ 단체 미션 수행

  - 관계 형성의 중요성 찾기 (협동조합 보드게임 등)

  - 팀워크활동 (가족오락관, 무한도전, 런닝맨 등 참조)

모둠활동

3 모둠활동

4 모둠활동

5

5. 12. (토)

10~19시

 [분노하는 날]

 ① 근황토크 및 개인 미션 피드백

 ② 개인 미션 수행

  - 분노를 정의하기 (의미), 분노 리스트 만들기, 분노 해소 리스트 만들기

 ③ 단체 미션 수행

  - 외부활동 (가까운 바닷가), 각자의 분노 해소 리스트 공유

  - 타인의 분노 해소 방법 체험

모둠활동

6 모둠활동

7 모둠활동

8

6. 02. (토)

10~19시

 [도전하는 날]

 ① 근황토크 및 개인 미션 피드백

 ② 개인 미션 수행

  - 도전을 정의하기 (의미), 도전이라는 단어가 내게 주는 감정

  - 도전 리스트 만들기

 ③ 단체 미션 수행 (※ 수강자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
   예) 카트, 번지점프, 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모둠활동

9 모둠활동

10 모둠활동

11
6. 09. (토)

14~18시

 [수료식]
 ① 3개월 경험 공유
  - 활동사진 전시, 개인별 경험 발표
 ② 개인미션지 작성
  - ‘나’의 가치 찾기 테스트, 2018년 계획 3가지 적기
  - 교육 전과 달라진 모습 찾기
 ③ 교육과정 설문조사
 ④ 수료증 수여

PPT 후,
개별 발표



 ❍ 제로창업 Beginner (3040경력단절여성 대상)

  · 강 사 명 : 김세화((주)아이디어캐빈 대표) 외 5명

  · 강의일정 : ’18. 4. 10. ~ 6. 19. (매주 화요일, 09:30~12:30)

  · 교육장소 : (사)꿈과 도전 창업창직센터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4. 10. (화)
 [넥스트 커리어1] 
 - 일의 재미 VS 안정적 수입 
 - 내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강의
자아탐색

2 4. 17. (화)
 [넥스트 커리어2]
 - 도전의 두려움 극복 방법
 - 무일푼 세계 여행과 창업

 현장견학
주제토크

3 4. 24. (화)
 [전국민 강사시대]
 - 핫 트렌드 놀이 지도사
 - 강사 차별화와 브랜딩 

강의
주제토크

4 5. 1. (화)
 [창업 멘토링1]
 - 빛고을 공예협동조합 설립 
 - 금손이라면 공방창업

현장견학
주제토크

5 5. 8. (화)
 [창업 멘토링2]
 - 디자이너는 정년이 없다
 - 디자인이 마케팅의 출발

 강의
 주제토크

6 5. 15. (화)
 [창업 멘토링3]
 - 루스터 창업 스토리 
 - 대인시장 팟타이 판매 경험 

 현장 견학
주제토크

7 5. 29. (화)
 [공유경제 창업] 
 - 코워크 스페이스 탐방
 - 캠핑장비 공유 실험

 현장 견학
주제토크

8 6. 5. (화)
 [컨설팅과 코칭의 무한 확장]
 - 발품으로 입문
 - 코칭, 컨설팅 시장은 밝다

 강의
 주제토크

9 6. 12. (화)
 [창업과 펀딩 사례 공유]
 - 창업 지원 제도
 - 엔젤 펀드, 이진세 벤처투자 

 강의
 주제토크

10 6. 19. (화)  [창업 아이디어 발표와 피드백] 참가자발표



 ❍ 50+ 미래설계 아카데미 (중장년 대상)

  · 강 사 명 : 하순정((사)지역미래연구원 일과미래센터장) 외 2명

  · 강의일정 : ’18. 4. 10. ~ 5. 15. (화, 목요일, 14:00~17:00)

  · 교육장소 : (사)지역미래연구원

차수 강의 날짜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4. 10. (화)
 [오리엔테이션]
 - 일과 은퇴에 대한 재인식
 - My Story 이미지꼴라쥬

강의
집단상담

2 4. 12. (목)

 [자기 이해]
 - 프레디저 자기진단
 - 흥미, 강점 진담 핵심역량 도출
 - 시그모이드 곡선

집단상담
강의

3 4. 17. (화)
 [신념체계 탐색]
 - 일과 삶의 가치 파악하기
 - 직업옵션 정리표

집단상담
강의

4 4. 19. (목)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기]
 - 시민사회와 공공성
 - NGO활동과 시민의식

강의

5 4. 24. (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기]
 - 호혜와 연대의 가치
 - 제3섹터, 사회적경제

강의

6 4. 26. (목)

 [욕구탐색]
 - 바람, 목표, 통합비전세우기
 - 나의 새로운 명함 만들기
 - 멋지게 나이드는 소통기술

퍼실리테이션

7 5. 3. (목)
 [새로운 상상] 
 - 통합비전 관심별 커뮤니티 구성
 - 소셜미션을 찾아라 (지역조사, 지역사회문제 파악)

모듬 활동
셀프워크샵

8 5. 8. (화)
 [현장탐방]
 - 케이스 스터디 경험에서 배우다
 - 파워인맥찾기, 아이디어컨설팅

모듬 활동

9 5. 10. (목)
 [현장탐방]
 - 현장에서 배우는 새로운 세계
 - 아이디어 실행계획 세우기

모듬 활동

10 5. 15. (화)
 [행복한 상상]
 - 소셜미션 아이디어 발표회
 - 수료식

실습



◈  사회공헌활동가 양성과정 – 중장년 대상

  ❍ 소양교육(공통과정)

차수 강의 주제 강의 내용 일시

1
개강식/OT

앙코르커리어로의 
초대

▪ 나는 평생 현역이고 싶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인드 체인지)

4. 4(수)

14시~17시

2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 봉사활동
(의미와 원리, 방향, 현장 및 사례)

4. 11(수)

14시~17시

3 활동 설계 ▪ 공익활동에서의 셀프리더십과 활동설계
4. 18(수)

14시~17시

4
활동 공유회/

수료식

▪ 활동 공유회 (전문 과정별 사례발표) 6. 20(수)

14시~17시▪ 평가회 및 수료식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교육 과정

 1. 쑥쑥자람 “학교텃밭교육 전문가”

   ‧ 강 사 명 : 신상옥 한국원예치료사협회장

   ‧ 강의일정 : ’18. 4. 24 ~ 5. 23(화/수요일, 09:30~12:30)

   ‧ 교육장소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차수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비고

1  - 텃밭교육 개론 과정안내 및 운영계획, 텃밭이론  강의 및 실습  

2
 - 기초원예학 과 원예치료

식물의 생육 및 환경/원예치료의 이해
강의

3
 - 텃밭설계 및 쌈채소 정원

쌈채소를 이용한 정원 만들기(실습) 
 강의 및 실습

4
 - 학교텃밭가꾸기 실제 1

학교 텃밭현장 체험(땅 고르기, 설계, 파종) 
 강의 및 실습

5
 - 방과후 원예교실

교과서 연계학습 (과학중심)
 강의 및 실습

6
 - 학교텃밭가꾸기 실제 2

학교텃밭 현장 체험 (과채류 모종)
 강의 및 실습

7
 - 또래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을 위한 텃밭교육 

원예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언어순화와 친구관계 형성 기술/
비폭력대화 기술

 강의 및 실습

8  - Thanks giving party  강의 및 성찰



 2. 커피박 업사이클링 체험강사

   ‧ 강 사 명 : 김정희(직업상담사) 외 4명

   ‧ 강의일정 : ‘18. 4. 25 ~ 5. 25(수/금요일, 14:00~17:00)

   ‧ 교육장소 : 드림앤잡협동조합(북구 자동차로 외 실습 농장)

차수 강의주제 및 내용 세부내용 비고

1
 - 오리엔테이션
 - 업사이클링 교실

업사이클링 사례 공유, 커피 이야기
강의

2
 - 자원순환교실

커피에 숨겨진 이야기, 지구가 아파요, 환경생태교육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강의

3
 - 공예교실

커피박 탈취제/방향제 만들기
실습

4
 - 도시농부교실1

지구를 살리는 버섯친구
커피는 표고를 좋아해

실습

5
 - 도시농부교실2

커피박 친환경 퇴비 만들기 
커피잔 허브화분 만들기

실습

6
 - 바른먹거리교실

내가 키운 버섯으로 요리하기
로컬푸드/슬로푸드/바른먹거리

실습

7
 - 사회공헌 활동계획 

팀별 교육기획, 교육안 만들기
팀별 교육안 발표 

실습

8
 - 사회공헌 활동계획 및 실습

사회공헌 활동처 연계
나도 업사이클링 강사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