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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

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

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증명서 발급 등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학습

설계 및 학점은행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학점은행센터를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서초동 1365-23번지)

• TEL : 1600-0400(콜센터)

• 홈페이지 : http://www.cb.or.kr

✔ 어떠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 대학(교)을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 재적 중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학위종류 및 전공

• 학    사 : 4년제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 전문학사 : 전문대학(2, 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 학    위 :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표준교육과정]→[학사], [전문학사]에서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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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구분

• 전공(專攻) :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 전공필수 : 해당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 전공선택 : 해당전공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 과목

• 교양(敎養) :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

• 일반선택 : 희망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의 전공 과목

✔ 학사/전문학사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3년제 전문학사 학위 2년제

① 교양 30학점이상 21학점이상 15학점이상

② 전공 60학점이상 54학점이상 45학점이상

③ 총이수학점 140학점이상 120학점이상 80학점이상

④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위의 ①~⑤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학위 수여가 불가능 합니다.

• 지정된 전공(필수/선택), 교양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반드시 일반선택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구분상 전공, 교양, 일반선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타 전공 학위수여 요건  

구 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 3년제 전문학사 학위 2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전공 48학점 이상

(전공필수요건 포함)

학사 → 학사

학사 → 전문학사

(3년제/2년제)

전공 42학점

(전공필수요건 포함)

3년제    전문

전문  → 학사

학사(3년제/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공필수요건 포함)

2년제   2년제

전문 →  전문

학사     학사

• 전공필수 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양 및 일반선택학점은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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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취득 방법

•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학(교)과는 달리 제도

적으로 학교에서의 수업이수 외에 다양한 사회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는 학점취득방식의 다양성이 제도적인 특징이므로 자신의 여건에 맞는 학점취득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본원의 학점은행제 과목 이수), 자격 취득(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중 일부)에 대한 학점인정,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

과목 이수,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내역은 모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 및 학위 취득 후 진로방향

• 편입학 및 대학원입학 시험 응시

• 자격증 취득 및 각종 시험 응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응시자격 부여

• 국가공인 사회복지사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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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경영학전공(주말) 

  - 3년 과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 소지자 [수능 ․ 내신 및 계열과 무관]

  - 2년 과정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 소지자 

  - 1년 6개월 과정 :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사회복지학전공(주말) 

  - 3년 과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 소지자 [수능 ․ 내신 및 계열과 무관]

  - 1년 6개월 과정 :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상담심리학전공(주간) 

  - 3년 과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 소지자 [수능 ․ 내신 및 계열과 무관]

  - 1년 6개월 과정 :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수학전공(주간, 주말) 

  - 2년 과정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 소지자 

  - 1년 6개월 과정 :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모집전공 및 취득학위

• 경영학전공(주말) - 교육부 장관명의의 경영학사(경영학전공) 취득

• 사회복지학전공(주말) - 교육부 장관명의의 행정학사(사회복지학전공) 취득 

• 상담심리학전공(주간) - 교육부 장관명의의 문학사(심리학전공) 취득   

• 수학전공(주간, 주말) - 교육부 장관명의의 이학사(수학전공) 취득

접수 및 등록기간 : 2015. 1. 2(금) ~ 2015. 1. 30(금)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원 소정양식-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동등의 학력증명서(3년 과정) 1부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증명서(2년/1년 과정) 1부

    ③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동등의 학력증명서(1년3개월/1년6개월 과정) 1부 

  - 사진 2매,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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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강 2015년 1월 26일(월)~2월 17일(화), 오전 9시~오후5시

특    전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생증

• 도서관 출입증

• 고려대 안암병원 종합건강검진 시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20% 할인 혜택 부여, 교내 편의 시설 이용

문의상담

• 경영학전공 : 02) 3290-5066

• 사회복지학전공 : 02) 3290-5066

• 상담심리학전공 : 02) 3290-5068

• 수학전공 : 02) 329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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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전공은 무한경쟁사회에서 경영에 필요한 제이론과 실무중심의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통한 전문경영인과 비즈니스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경영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마케팅/재무/생산 등의 분야에서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자 리더십이론, 경영전략론, 경영사례연구 등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통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시대의 변화에 앞서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사학위 및 취득가능 자격증

1. 학위명 : 교육부장관 명의의 경영학사(경영학전공)

2. 취득가능 국가자격증 : 유통관리사, 전산세무 등

과정특징

1. 매주 토요일 수업으로 학사학위 취득

2.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교과목 운영

3. 전담교수제 및 지도교수제 운영

진학

‣ 진학 : 대학원 진학, 4년제 대학 학사편입

과정안내

 1. 3년 과정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수업기간 : 최소 3년 (6학기, 매주 1회 토요일 수업)

• 학위취득 요건 : 총 140학점 이상 이수 (전공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 본 교육원 라이시움 컬리지에서 105학점 이수

  (2)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으로 35학점 이수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수업료 별도)

     ※ 학사규정에 의거 기존 이수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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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년 과정

• 지원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수업기간 : 최소 2년 (4학기, 매주 1회 토요일 수업)

• 학위취득 요건 : 기존 이수학점 포함 총 140학점 이상 이수(전공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 본 교육원 라이시움 컬리지에서 72학점 이수(전공 60학점, 교양 12학점)

  (2) 잔여 교양학점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수업료 별도)

      ※ 학사규정에 의거 기존 이수학점 인정

 3. 1년 6개월 과정 (타전공 학위과정)

• 지원자격 : 대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타전공자만 지원가능 (경영학 전공자는 제외)

• 수업기간 : 1년 6개월 (3학기, 매주 1회 토요일 수업)

• 이수학점 : 48학점(경영학전공 필수･선택 16과목)

특전

1.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지도

2. 명사 초청 특강제 운영

3. 국가공인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면제

 ‣ 응시분야 :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 학사학위 소지자로 실무능력 10년인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양성과정 응시자격 부여

4.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서 수여 및 이수증명서 발급

 ‣ 이수기간 : 고졸(3년) / 전문대졸(2년) / 대졸(1년6개월)

문의상담 02-3290-5066

학습카페 http://cafe.naver.com/kulyceum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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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인간의 욕구 충족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정책과 행정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의 진입으로 미래의 선진 

복지국가를 리드할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제도화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전공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실천기법을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학교 명성

에 걸맞은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통하여 질(質)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사학위 및 국가자격증 취득

1. 학위명 : 교육부장관 명의의 행정학사(사회복지학전공)

2. 국가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진학 및 취업

1. 진학 : 대학원진학, 4년제 대학 학사편입

2. 취업 :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의료사회사업가,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과정안내

1. 3년 과정(행정학사(사회복지학전공) / 사회복지사2급)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수업기간 : 최소 3년 (주말 과정)

 ‣ 학위취득 요건 : 총 140학점 이상 이수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 본 교육원 라이시움 컬리지에서 105학점 이수

  (2) 잔여 학점은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및 온라인 수업으로 35학점 이상 이수(소정의 수강료 별도)

    ※ 학사규정에 의거 기존 이수학점 인정

  

2. 1년 6개월 과정(타 전공 학위과정 / 행정학사(사회복지학전공)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지원자격 : 대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타전공자만 지원가능 (사회복지학전공 전공자는 제외)

 ‣ 수업기간 : 1년 6개월 (3학기, 매주 토요일 수업 및 온라인 2과목 수강) ※소정의 수강료 별도

 ‣ 이수학점 : 48학점 (16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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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1. 사회복지시설(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제공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대비 특강 시 할인혜택

3.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 이수증서 수여 및 이수증명서 발급

 ‣ 이수기간 : 고졸(3년) / 대졸(1년6개월)

문의상담 02-3290-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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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은 상담 및 임상심리학 외에도 소비자 및 산업심리학, 문화 및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포괄하는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심리학전공의 목적

은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상담심리학전공에서는 우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와 성격 문제, 성공적인 적응 방법, 진로 선택과 

미래 설계, 가족과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학습을 합니다. 다음으로, 다양

한 삶의 문제를 긍정심리학적으로 조망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상담 기법에 대한 실제적 수련

을 합니다. 끝으로, 이를 위해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강의하는 교수진의 직강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심리

학 강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학사학위

학위명 : 교육부장관 명의의 문학사(심리학전공)

진학

진학 : 대학원진학, 4년제 대학 학사편입

※ 학위 취득 학사편입, 대학원진학을 희망하는 분께는 본 교수진이 다양한 진로상담을 실시합니다.  

    

과정안내

1. 3년 과정(심리학전공 학사)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수업기간 : 최소 3년 (6학기, 매주 월･목 2회 주간 과정) 

 ‣ 학위취득 요건 : 총 140학점 이상 이수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 본 교육원 라이시움 컬리지에서 105학점 이수

  (2) 온라인 강의로 35학점 이수

    ※ 학사규정에 의거 기존 이수학점 인정

2. 1년 6개월 과정(타 전공 학위과정)

 ‣ 지원자격 : 대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타전공자만 지원가능 (심리학 전공자는 제외)

 ‣ 수업기간 : 1년 6개월 (3학기, 매주 월･목 2회 주간 과정) 

 ‣ 이수학점 : 일반학사 48학점, 전문학사 54학점 (심리학전공 선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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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1. 고려대학교 출강 교수진의 직접 강의

2. 실제적인 상담심리학 위주의 교육과정

  -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보완한 상담실습 위주의 강의진행 (상담관련 과목)

3.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진행하는 상담 워크샵과 집단상담 참여 가능

문의상담 02-3290-5068

인터넷 검색 

Daum 검색창에서“명품심리학과”를 검색하시면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심리학전공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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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수학전공은 수학의 다양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수학인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합

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타 학문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 수학 전문인을 양성하고, 더 나아

가 국제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학사학위

 ‣ 학위명 : 교육부장관 명의의 이학사(수학전공)

    

진학

 ‣ 진학 : 대학원 진학, 4년제 대학 학사편입 등

 ‣ 취업 : 수학교육관련 업체, 출판사, 방과 후 교사 등 

    

과정안내

1. 2년 과정 (4학기)

 ‣ 지원자격 : 2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수업기간 : 최소 2년 (4학기, 주간과정 – 월, 수, 금 / 주말과정 – 토요일)

 ‣ 학위취득 요건 : 총 60학점 이상 이수(전공필수 24학점, 전공선택 36학점 이상)

  - 본 교육원 라이시움 컬리지에서 60학점 이수

    ※ 학사규정에 의거 기존 이수학점 인정

2. 1년 6개월 과정 (타 전공 학위과정)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타전공자만 지원가능 (수학 전공자는 제외)

 ‣ 수업기간 : 1년 6개월 (3학기, 주간과정 – 월, 수, 금 / 주말과정 – 토요일)

 ‣ 이수학점 : 총 48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24학점, 전공선택 24학점 이상)

  - 본 교육원 라이시움 컬리지에서 48학점 이수

  ※ 학사규정에 의거 기존 이수학점 인정

특전

1.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지도

2. 전담교수제 및 지도교수제 운영

3. 명사 초청 특강제 운영

4.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 이수증서 수여 및 이수증명서 발급

 ‣ 이수기간 : 전문대졸(2년) / 대졸(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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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02-3290-1441(수학전공)

카페 http://cafe.daum.net/kop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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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

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

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고등

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 및 동

일전공 관련 14과목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관련 이수 교과목

구 분 과 목 명 이수과목

필수과목

(10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법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10과목

필수

선택과목

(20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가족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4과목 

선택

※         : 본 교육원 개설가능 교과목

주의사항

전공필수 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시간제 과정을 통한 학점취득이 어려우므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

목 취득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학습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위의 교과목 중 그 명칭이 동일하

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4년 2학기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 관련 개설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법제,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가족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www.welfare.net) ☎(02)786-0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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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

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평생교육사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평생교육사 2급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

   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사 3급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지정양성기관

  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취득 관련 이수 교과목

구 분 과 목 명 이수과목

필수과목(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필수

(5과목) 이상

선택

과목

(21)

실천

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동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실천영역

(1과목) 이상

방법

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방법영역

(1과목) 이상

※         : 본 교육원 개설과목

주의사항

①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②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실습생은 평생교육 관련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4개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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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

실습 과목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평생교육

법」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

성한다. 

2014년 2학기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 2급 관련 개설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성인학습 및 상담, 인적자원개발론,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상담심리학, 아동교육론, 교육사회학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lledu.nile.or.kr) ☎(02)3780-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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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처음 수강하려고 합니다. 등록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대학에 입학할 때도 학과를 선택하듯이 학점은행제 역시 처음 수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전공 

선택입니다. 전공을 선택하였다면 해당전공에 대한 개설과목을 살펴보고, 수강하기를 원하는 과목을 선

택한 후 등록기간을 이용하여 전화·온라인 접수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15주

의 수업이 모두 종료되면 1, 4, 7, 10월 중 학점은행센터에 방문하여 학습자등록을 한 후 수강과목에 대

한 학점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려 하는데,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려면, 전적대학의 학점을 80학점까지 인정받고, 

해당 전공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요건에 맞게 추가 이수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문대학의 전

공과 학점은행제 전공이 동일한가, 혹은 유사한가, 아니면 전혀 상이한가에 따라 학점이수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점은행제로도 전문대학의 전공과 동일계열 전공을 선택하였다면,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전공학점 

대부분은 학점은행제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학사학위 전공학점 요건인 60학점을 취득하

는 것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대학과 전혀 상이한 전공을 선택한다면 전문대

학의 전공학점 대부분은 일반선택으로 분류될 것이므로 학점은행제에서 전공학점 60학점 대부분은 새로

이 취득해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학점이수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심의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리적인 학습계획

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Q. 학점은행제는 강의만 들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 중에 시험 및 보고서, 평소 학습 상태를 통해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되어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경우 고려대 총장 명의의
학위가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칙 상 총장 명의의 학위는 수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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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점은행제로 학점이수나 학위취득 후 편입과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수여되는 학위는 정규대학에서 수여하는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입니다. 그러므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편입과 대학원 입시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대학(교)의 학칙, 희망하는 전공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편입학과 대학원

을 지원 할 수 있는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본 평생교육원 및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상담

실에서 편입과 대학원 입시에 대해 일괄적으로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편입과 대학원 입시에 

관한 선발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Q.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4년제 대학과 같이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역시 4년 내외의 기간 소요를 예상하시면 됩

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는 수업연한이 4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꼭 정해진 기간 안에 학위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나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정 기간 내 이수가 

불가능한 학습자에게 매우 유리한 교육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Q. 학점은행제 과목을 보면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으로 분류되어 있던데,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A. 전공필수과목은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으로써 고시된 과목 모두를 이수해야 하며, 전공선택은 

해당학위요건의 전공 총 학점 중 전공필수 학점을 뺀 나머지 학점만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전공필수 학점이 27학점(9과목)에 해당하므로 전공 60학점을 채

우기 위해서는 전공선택 학점으로 33학점(11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60학점-27학점=33학점) 

그리고 교양과목은 학문영역별 기초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학사학위는 30학점이상, 전문학사 학위는 15

학점 이상(단, 3년제 전문학사는 21학점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선택은 교양도 전공도 아닌 과목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경영학 전공자가 법학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법학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이 모두 해당 학위요건에 이미 충족되었을 때 잔여학점은 전공과목, 교양과목, 일반

선택과목 구분 없이(중복과목 제외)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데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이수하여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나요?

A. 사법고시, CPA 등 시험응시를 위한 학점 취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학생이나 휴학생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응시를 위한 학점은행제 이용자도 재학 중인 대학의 학

점과 상호호환이 불가능하므로, 졸업학점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학점은행제는 현재 학사학위 수준까지 개설하고 있으므로, 타 전공 학사학위가 필요한 대학원 재학

생의 경우 하위수준 과정인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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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과목으로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국가자격취득에 대한 학점인정,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등으로 학위취득을 위한 요건

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에 의해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졸 

학력자의 경우 본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사회복지학전공 과정을 이수하면서 자격증 관련 과목

을 병행하여 이수하면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사회복지학 관련 자격증 과목을 14과목만 이수하여도 또 

하나의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과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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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양과정]

수필창작

수필창작 심화

시창작

실전생활역학

음양오행과 자연풍수지리

아름다운 인간관계 훈련 (주간)

동양화

사군자와 문인화

수채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주간)

한문서예 (야간)

태극권(Tai Ji Quan) (오후반)

해금 초급반

생태작가 스토리힐링 아카데미-기본과정

풍수지리 컨설팅 과정 

서예 기초 입문반 

윤치술의 힐링산행 

세계 음악과 문화 ★

현대인의 건강리프팅 ★

웰빙 홈 베이킹 ★

패션과 대중문화 이야기 ★

★ : 신규 개설 강좌

  



수필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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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수필문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좋은 수필의 감상을 위해 문학 수필의 정수를 볼 줄 아는 안목

을 기르며, 아울러 수필 창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익힌다. 수필이론과 작품 감상을 통하여 수필을 쓸 수 있도록 

강의하여 좋은 문인을 양성하고, 독자의 길만을 원할 때는 훌륭한 문학 동호인이 되도록 돕는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문학의 이해

2주 수필의 개괄적 이해

3주 좋은 작품

4주 수필의 문장

5주 문장론Ⅰ

6주 문장론Ⅱ

7주 문장론Ⅲ

8주 글감에 대하여

9주 발상과 취재

10주 주제에 대하여Ⅰ

11주 주제에 대하여Ⅱ

12주 제목에 대하여

13주 구성

14주 서두

15주 결말

모집대상 수필에 관심 있는 일반인

특이사항

<여울> : 수필창작/수필창작심화과정 수료자 또는 원생의 작품으로 년 1회 발간하는 수필동인지입니다.

  ※ 여울문학회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수필창작과정 수료생 및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호회

Cafe : cafe.daum.net/essaylove 여울인의 다락방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목 10:00~12:50

+ 수 강 료 : 30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오경자 / 수필가, 고려대평생교육원 강사



수필창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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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좋은 문학수필창작을 위해 여러 작가의 좋은 작품을 두루 읽고 합독과 세미나 형식을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해 

봄으로써 실제 창작의 수준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 유능한 작가의 소양을 쌓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을 

거처 우수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수필문단의 중견작가를 배출한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수업방법소개, 주별 발표순서 등 지정

2주 주제 탐구

3주 주제 탐구

4주 주제 탐구

5주 주제 탐구

6주 주제 탐구

7주 주제 탐구

8주 현장학습(문학기행)

9주 제목탐구

10주 제목탐구

11주 제목탐구

12주 서두. 결말 탐구

13주 서두. 결말 탐구

14주 글감 탐구(작가의 글감선택 관점을 중심으로 탐구)

15주 글감 탐구(작가의 글감선택 관점을 중심으로 탐구)

모집대상 수필이론의 기초과정을 마쳐 수필창작 경험이 있는 수필가와 깊이 있는 수필 문학 감상으로 인생의 

종합적 관조를 깊이하고 싶은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이사항

<여울> : 수필창작/수필창작심화과정 수료자 또는 원생의 작품으로 년 1회 발간하는 수필동인지입니다.

  ※ 여울문학회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수필창작과정 수료생 및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호회

Cafe : cafe.daum.net/essaylove 여울인의 다락방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수 10:00~12:50

+ 수 강 료 : 30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오경자 / 수필가, 고려대평생교육원 강사



시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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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초보자에게는 시에 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켜 창작생활을 통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궁극적으로는 정신적

으로 건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중급자에게는 보다 심층적인 시창작 방법을 교육하여 시는 감상이 아니

라 재치와 발견이며, 구도자로서의 수양으로 정신적 건축물임을 터득케 한다. 그래서 등단, 시집출간, 작품발표 

등 다양한 매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개인 삶의 전환점과 방향을 제시해주며 고려대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시란 무엇인가

2주 좋은 시와 나쁜 시

3주 나에게 가장 좋은 시란 어떤 시일까

4주 좋은 시를 쓰려면

5주 소재 고르기, 제목 짓기, 행연 가르기

6주 효과적인 시창작 방법

7주 인칭메타포발상법

8주 묘사시에 관하여

9주 성찰시에 관하여

10주 관찰시에 관하여

11주 상상력 시에 관하여

12주 비유에 관하여

13주 어조에 관하여

14주 정형시와 운율에 관하여

15주 올해의 신춘문예 당선시, 좋은시에 관하여

모집대상 시를 좋아하고 읽고 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함.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수 10:00~12:50

+ 수 강 료 : 30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김순진 / 계간 스토리문학 발행인

도서출판 문학공원 대표

수협중앙회/통일부 백일장 심사위원 역임

2013년 수필춘추문학대상 수상

시집 광대이야기, 복어화석



실전생활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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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본 과정은 명리학의 이론들을 체계화 시키고 임상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을 접목시켜 삶의 지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신의 운명 및 각 개인의 진로나 적성, 건강, 대인관계 등 미래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생의 흐름을 

보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삶으로 탈바꿈 시켜 나가기 위함에 뜻을 둔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십이운성의 이해

2주 십이운성의 활용법

3주 육신의 응용론(Ⅰ)

4주 육신의 응용론(Ⅱ)

5주 궁과 성의 이해

6주 형충파해

7주 신살의 현대적 해석

8주 진로와 적성(직업론)

9주 궁합론

10주 추명가의 현대적 해석(Ⅰ)

11주 추명가의 현대적 해석(Ⅱ)

12주 추명가의 현대적 해석(Ⅲ)

13주 사주와 지리적 환경(개운)

14주 실전사주통변(Ⅰ)

15주 실전사주통변(Ⅱ)

모집대상 동양학을 사랑하고 역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한의학 및 대체의학 종사자, 명리상담업 종사자

+ 교육기간 : 1년(30주)

+ 수업시간 : 1주일에 1일, 1일 3시간

+ 수 강 료 : 30만원(한 학기), 교재비 별도(15,000원)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도지예 / 현 수진재 역학연구원 원장



음양오행과 자연풍수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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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음양오행과 자연풍수지리란 천기와 지기를 바탕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산과 물 등의 자연을 그대로 관찰하여 

산(山), 바람(風), 물(水) 등을 음양오행과 자연풍수지리로 접목시켜 인간의 효와 존엄성을 미덕의 바탕으로 무

탈안영에 기여하는 우주과학이다. 또한 철학으로 길흉화복을 분별하고 생활창조에 목적을 둔다.

강의내용

강 의 내 용

1. 음양오행론

하도와 낙서, 선천팔괘, 후천팔괘, 정오행, 팔괘오행, 

혼천오행, 삼합오행, 육십갑자납음오행, 성수오행

2. 각종이법론

정음정양법, 十二 운성 포태법, 구성법, 구궁법, 

삼길육수, 二十八수돈월 돈시법, 생기복덕법

3. 나경, 패철론

1층 팔살황천, 용살팔살, 선일조명

2층 팔로사로 황천

3층 삼합오행, 四국생왕묘

4층 지반정침

5층 천산칠십이용

6층 인반중침 길흉사격

7층 투지육십용

8층 천반봉침

9층 분금법

4. 용세론

태조산·중조산·소조산, 생왕용, 사절용, 十二용격, 

용맥, 간용과 지룡, 용의귀천, 용의진가, 면과배, 

정룡과 방룡, 개장천심, 기복과 박환, 입수유격, 

태·식·잉·육입수법, 결인속기법, 

좌우선입수용결지법

5. 혈장론 

와혈, 겸혈, 유혈, 돌혈, 결지四유, 입수도두, 선익, 

혈심, 전순, 태·정·순·강·고·저, 진혈증좌, 혈토

6. 사격론

안산과 조산, 청용백호, 규봉과 화복, 형기적사격, 

이법적 사격화복, 탐랑, 거문, 무곡, 좌보성, 우필성, 

사격의 성격과 오행

 

7. 수세론

득수, 취수, 거수, 포태수법, 화복론, 구성수법, 

보성수법, 후천수법, 수구사, 화표, 한문, 북신, 나성

8. 좌향법론

구성과 八十八향 좌향법, 구성결지법, 八十八향 

기본원칙, 각향개요 

9. 양택론(좋은 집터 보는 법)

길격지, 흉격지, 산지양기, 평지양기, 택지피살법, 

가택조화형평, 건물구조물비례, 가택의 가족수 관계, 

택지형상론, 토색지질론, 건물택지좌향법, 양택팔괘, 

동사택서사택, 본명궁과가주길흉, 

문·방·주·길흉관계, 이사택일법

10. 물형국론

장군대좌형, 금계포란형, 군신조회형, 비룡승천형, 

구룡쟁주형, 갈마음수형, 맹호출림형, 옥토망월형, 

영구하산형, 매화낙지형, 연화부수형, 복종형 등 130여 

종형국

11. 장택론

이장, 초장택일, 이장운, 사초운, 오산년운, 만년도, 

삼원자백법, 입관길시, 하관길시

※ 월 1회 관산 및 현장학습(시간 추후 협의)



음양오행과 자연풍수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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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음양오행과 자연풍수지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교    재 신광주,『정통 풍수지리학 원전』, 명당출판사, 2004.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2시간 / 목 19:00~21:00

+ 수 강 료 : 200,000원(한 학기), 교재비 별도(5만원)

+ 모집정원 : 40명

+ 강    사 : 김덕영 / 벽동풍수지리 원장

한국 자연 풍수지리학회 연구위원

남양주시청 풍수지리 강사



아름다운 인간관계 훈련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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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의 성공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지혜롭게 돕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사나 직장인 등 누구나 아름다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많은 부모와 

교사, 직장인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론을 통해 배우고, 

실제로 실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며 일상의 사건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지혜로운 대화방법의 필요성 및 현재 자신의 대화방법 점검

2주 인간관계에서 현재 나의 모습과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찾고 이해하기

3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및 인간관계에서 4가지 패러다임의 적용 점검

4주 사건 내용의 분류 및 실제 생활에서의 활용 점검

5주 대화에 방해되는 말의 이해와 실천 사례 점검

6주 상대방을 이해하는 대화방법 이해와 적용 및 실천 사례 점검 1

7주 상대방을 이해하는 대화방법 이해와 적용 및 실천 사례 점검 2

8주 나를 표현하는 대화방법 이해와 적용 및 실천 사례 점검 1

9주 나를 표현하는 대화방법 이해와 적용 및 실천 사례 점검 2

10주 상대방과 나의 욕구 갈등 해결 방법 이해와 실천사례 적용 점검 및 최종 정리

모집대상 부모, 직장인, 교사 등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원하는 모든 일반인

교    재 이민정,『아름다운 인간관계 훈련 워크북』, 투트리즈, 2010.

+ 교육기간 : 한 학기(10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화 10:00~12:50

+ 수 강 료 : 250,000원(한 학기), 교재비 별도(5천원)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이민정 / 아훈 연구소장



동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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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본 과정은 동양화(한국화) 제작의 기초로부터 숙련된 작가가 되기까지 그 실기기법을 배우고 전문화가로 성장

할 수 있는 창작실기 능력과 소양을 기르며 한국 전통회화의 계승과 현대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를 안고 사

회의 문화예술방면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동양화(한국화)에 대하여 이론

2주 선묘에서 구성에 대한 실기

3주 돌과 바위에 대하여

4주 나무줄기 그리기와 구성법

5주 나뭇잎 점묘법

6주 나무의 종류와 응용

7주 나무들의 채색

8주 돌과 바위 응용그리기

9주 자연속의 바위들

10주 계류, 폭포

11주 큰 폭포

12주 자연 스케치

13주 자연 스케치 채색

14주 작품제작실기(1) 

15주 작품제작실기(2), 종강   

모집대상 동양화나 미술에 관심과 취미 있는 모든 성인 남녀

+ 교육기간 : 1년과정(15주×2학기)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월 19:00~21:50

+ 수 강 료 : 350,000원(한 학기), 재료비 별도

+ 모집정원 : 20명

+ 강    사 : 정영남 /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사)현대한국화협회 

이사장



사군자와 문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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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수묵화의 일종인 문인화(사군자)가 지니는 심오한 세계는 그 재질부터가 水와 墨이라는 가장 자연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곧 天人合一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동양화(한국화)의 중요한 조형 요소인 선과 여백을 사군

자의 기법·구성 등 연습을 통하여 체득한다. 또한 다양한 소재의 문인화를 학습하여 기운이 생동하는 동양문

화의 멋을 알고 인격도야와 자유로운 예술작품을 완성할 수 있게 한다.

강의내용 (사군자 포함한 십군자를 지도한다. 아래는 두 가지 예임)

주 강 의 내 용

1주 소나무 솔순

2주 큰잎 정면

3주 큰잎 측면

4주 여러가지잎

5주 가지그리기

6주 등걸그리기

7주                      여러 가지 등걸

8주 완성된 작품 그리기

9주 매  화 여러 가지 꽃

10주 가지그리기

11주                      등걸그리기

12주                      여러 가지 등걸

13주                      완성된 작품 그리기

14주                      설중매그리기(1)

15주                      설중매그리기(2)

모집대상 문인화(사군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

특이사항 수준별 개인지도(사군자 기초부터 작품까지)

+ 교육기간 : 1년과정(15주×2학기)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월 13:00~15:50

+ 수 강 료 : 350,000원(한 학기), 재료비 별도

+ 모집정원 : 20명

+ 강    사 : 이상태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

(사)한국문인화협회 부이사장 



수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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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수채화는 물이 갖고 있는 유연성으로 흘림과 번짐, 침윤 효과 등으로 물의 속성에 따라 가장 자유롭고 우연적

인 효과를 내며, 이를 필연적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물의 양, 마르는 속도에 따라 색상의 

발현과 번짐 등이 순간에 이루어짐으로 더욱 계산적이고 민첩한 일필휘지의 정확성과 속도감으로 이뤄진다. 본 

강좌는 이런 수채화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기초 소묘와 전문적인 수채화 기법을 강의하며, 그림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미적가치를 향상시키고, 자아발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오리엔테이션 / 수채화표현과정

2주 과일이 있는 정물-구도잡기와 표현기법I

3주 과일이 있는 정물-구도잡기와 표현기법II 

4주 과일이 있는 정물-구도잡기와 표현기법III 

5주 꽃이 있는 정물-표현기법 및 색상변화I 

6주 꽃이 있는 정물-표현기법 및 색상변화II 

7주 꽃이 있는 정물-표현기법 및 색상변화III 

8주 풍경화 그리기-원근감표현하기I 

9주 풍경화 그리기-원근감표현하기II 

10주 풍경화 그리기(야외스케치) 

11주 인물화 그리기I 

12주 인물화 그리기II 

13주 인물화 그리기III 

14주 누드화 그리기-인체비례와 표현I 

15주 누드화 그리기-인체비례와 표현II  

모집대상 수채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 교육기간 : 1년과정(15주×2학기)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금 09:00~11:50

+ 수 강 료 : 350,000원(한 학기), 재료비 별도

+ 모집정원 : 25명

+ 강    사 : 김영하



한글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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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현대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외래 문자의 범람으로 인하여 우리글과 말이 심히 훼손되어 가고 올바른 한글에 대

한 인식이 희석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한자를 빌려 쓰던 600년 전의 과거나 외래어를 액세서

리처럼 달고 다니는 현재나 사대적인 사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그 뜻을 기리면서 우리 한글의 아름다운 서체의 역사를 짚어 보며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서체의 방향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내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보존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정체성을 바로심어 주는 

길이라 생각하며 한글의 창제시의 자형부터 고문의 읽는 법, 궁체로의 변천 과정을 알고 익혀 실생활에서의 활

용방법까지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한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문방사우의 종류와 명칭, 다루는 법

2주 훈민정음의 창제 의의와 명칭

3주 한글 서체의 분류

4주 한글서체의 변천과정

5주 서체의 변천 과정을 거쳐 나타난 궁체

6주 궁체의 조형적인 형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1 (훈민정음 창제 시 → 선조 중기)

7주 궁체의 조형적인 형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2 (선조 → 숙종 → 조선 말(서기 이씨))

8주 초성, 중성의 크기 변화

9주 모음에 따른 자음의 조형변화

10주 자형을 이루는데 있어 종성의 위치

11주 한글 서예에서의 장봉과 노봉의 사용법

12주 문장 써보기

13주 낙성관지와 장법

14주 연구반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임서 및 창작 작품을 지도

15주 작품 완성해서 낙관 찍기 (학기가 반복하며 심화학습으로 진행함)

*실기에 있어 고문임서를 병행하여 개인지도함(옥원듕회연, 구운몽, 봉셔, 창작까지).

모집대상 학생, 직장인 및 일반성인(초보자부터 창작활동을 위한 서예인까지 개별 지도함)

교    재 이미경, 『꽃뜰 이미경 쓸 한글서예』, 학원사, 1982 / 구운몽 / 낙성비룡 / 봉셔임서

고문교재 : 옥원듕회연

+ 교육기간 : 한 학기 (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수 13:00~15:50

+ 수 강 료 : 350,000원(한 학기), 교재비․재료비 별도

+ 모집정원 : 20명

+ 강    사 : 최재연 /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조직위원



한문서예(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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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본 강좌에서는 동양의 전통인 한문 서예를 통해 심신을 가다듬고 정신을 수양하며, 자아실현을 도모한다. 

또한, 서예의 멋과 맛을 체험하여 자기표현의 기회를 얻도록 지도한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서법예술이란 무엇인가?

2주 글씨를 배우는 흥취는 어떻게 배양하여야 하나?

3주 글씨를 배우려면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나?

4주 글씨를 쓰는 것과 서예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5주 서예의 바른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6주 붓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7주 쌍구법(雙鉤法)이란 무엇인가?

8주 단구법(單鉤法)이란 무엇인가?

9주 필위(筆位)란 무엇인가?

10주 오지제력(五指濟力)이란 무엇인가?

11주 팔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12주 침완법(枕腕法)이란 무엇인가?

13주 제완법(提腕法)이란 무엇인가?

14주 현완법(懸腕法)이란 무엇인가?

15주 용필(用筆)이란 무엇인가?

모집대상 일반 성인 (개인수준에 맞게 개별 지도함)

교    재 탁본 『서예 법첩』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목 14:00~16:50

+ 수 강 료 : 350,000원(한 학기), 교재비･재료비 별도

+ 모집정원 : 20명

+ 강    사 : 이흥남 / (사)한국미술협회 심사위원장 및 

이사 역임, 삼보불교예술대학 총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인사동 송전서법회 회장 



한문서예(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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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본 강좌에서는 동양의 전통인 한문 서예를 통해 심신을 가다듬고 정신을 수양하며, 자아실현을 도모한다. 

또한, 서예의 멋과 맛을 체험하여 자기표현의 기회를 얻도록 지도한다.

강의내용 (초보자)

주 강 의 내 용

1주 집필법, 운필법, 기본획 지도 / 구생법 지도

2주 영(永)자 팔법 지도

3주 안진경이 쓴 안근례비 임서 체본 지도

4주 (실기와 이론병행)

5주 〃

6주 〃

7주 〃

8주 〃

9주 〃

10주 〃

11주 〃

12주 〃

13주 〃

14주 〃

15주 〃

* 기존 회원과 중급, 고급 회원들은 전.예.행.초 각서체의 비.첩을 임서체본 지도함 

  (왕희지, 안진경, 구양순, 미불, 왕탁 등 역대명필들의 진적과 비.첩 지도)

모집대상 초보자부터 기존 작가 성인남녀, 일반인

교    재 안진경 『해서』, 역대중국명필 『비․첩』

특이사항 법첩(책), 화선지, 먹, 붓은 개인이 준비하여야 함.

+ 교육기간 : 1년과정(15주☓2학기)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화 19:00~21:50

+ 수 강 료 : 350,000원(한 학기), 재료비 별도

+ 모집정원 : 20명

+ 강    사 : 김진익 /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심사위원장 

역임, 한국서가협회 부이사장 

역임, (현)원로자문위원



태극권(Tai Ji Quan) 오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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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태극권입니다. 태극권 수련은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시키고, 올바른 정신수

련을 통하여 모든 일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시킵니다. 또한 단체 수련을 통하여 협동심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도

록 수련하며 나아가서 국가의 훌륭한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심신의 수양을 교육의 목표로 합니다. 중국에서 전

하여 내려오는 태극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자세로 수련과 교

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태극권은 중국3대 내가권법의 하나이고, 수련자의 수련정도에 따라 형의권, 팔쾌장 수

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도인보건공 조식토납, 순수추주

2주 도인보건공 견담일월, 붕조전시

3주 도인보건공 역반반석, 추창망월

4주 도인보건공 영풍탄진, 노옹불염

5주 태극 5공

6주 보법

7주 도권굉

8주 루슬요보

9주 야마분종

10주 운수

11주 금계독립

12주 좌우 등각

13주 람작미십자수

14주 수세

15주 최종 평가

모집대상 일반인, 대학생, 직장인, 수험생,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2일 1시간 30분 / 월, 목 19:00~20:30

+ 수 강 료 : 30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25명

+ 강    사 : 윤용범 / 2014~2015 마르퀴즈 후즈 후 및 

IBC 태극권 지도자 선정, 2011년도 중국 절

강성 국제무술대회 동악태극권 전능1위(권,

도,창) 및 1등장장금 등 중국무술 4단, 우슈

쿵휴 4단 



해금 초급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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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해금의 기본인 정악 산조를 통하여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정간악보와 오선 악보를 모두 읽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악보 모두를 읽을 수 있음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곡을 타인의 도움 없이 

연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연주회, 발표회,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강의내용

* 해금 기초연습 : 黃포지션,仲포지션 연습 

* 해금 정악 : 천년만세(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우조가라도드리) 

* 해금의 식임새 익히기 : 추성과 퇴성

모집대상 해금을 6개월 이상 배우신 분

교    재 해금의 시작(2015년 출판예정, 자체제작 교재), 해금의 정간보와 오선보(2013년 세광음악출판사 

저자/안진성), 해금 정악 (은하출판사 저자 /강사준 )

 

특이사항 개인악기 준비, 학습기간 대여 가능, 실기 위주의 교육, 부족한 부분 개인지도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화 16:00~18:50

+ 수 강 료 : 40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안진성 / 해금협회 상임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서울예술대학교 출강, 성신여대 

평생교육원 겸임교수



생태작가 스토리힐링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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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국내 처음으로 <생태작가 스토리힐링 아카데미> 과정이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국내 최초의 생태 힐링 작가 양성교육으로 생태와 자연을 알아야 참되고 살아있는 글이 되므로 이를 토대로 우

리 실생활에서 찾는 이야기(스토리)에서 인간 정서를 치유(힐링)할 수 있는 문학에 입문하게 합니다. 창작 탐사

를 통한 생태와 함께 하는 시. 동시. 동화. 수필 작법 및 문학치유 기법을 터득하도록 합니다.

강의내용

* 오리엔테이션. 생태문학 스토리힐링 개요 / 문학창작론 (스토리텔링과 생태 탐사 문학론) / 

워크숍 - 생태자연에서 찾는 문학 소재 / 어린이 동화 작 법 - 아동의 정서 탐구 / 생태시 창작법 / 

스토리힐링 생활시 / 힐링 수필 작법 / 생태스토리 동화 / 워크숍 - 힐링 여행작가 / 

습작 발표 - 퇴고와 첨삭 / 실용 문학 - 일상에서 찾는 소재 / 스토리텔링과 스토리힐링 기법 / 

가곡용 작시법 (작시작곡 발표회 추진) / 저서 출간 멘토링

* 특강(지도교수 주관 생태탐사 여행, 학회세미나, 창작발표회 동참)

* 전체 15강. 일부 과목은 조정될 수 있음. / 매 학기 다른 소재로 교육하여 학기별 수료증 발급

모집대상 일반인. 주부. 등단작가. 학생. 은퇴후 새인생 개척자. 직장인. 

귀농. 귀촌인. 치유관련 교강사.. 유치원. 초중고대학 교원 등

특이사항 - 원생증 발급. 수료자는 총장 명의의 학기별 수료증 발급.  

- 개별 적성에 따라 장르별 특화 교육. 등단지도. 기성작가 출판 멘토  

- 학기별 중앙문예지 등단작가 다수 배출    

- 학기별 원우 공동저자로 <생태힐링문학> 발간

교육기간 학기 15주

수업시간 주1일 3시간(실내) / 월 14:00-17:00  

6시간(탐사 작문) 현장학습은 강의시 조정. 

여건에 따라 한주에 실내. 현장 동시 진행되거나 실내 격주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음.

수 강 료 300,000원(한 학기) 교재비 별도 

모집정원 30명

강    사 이학영 박사. 시인. 수필가. 동화작가. 한국생태환경연구원 교수. 

한국생태환경문학회 회장. 고려대교우회 상임이사. 

등단작가 심사위원. 수필이 고교 작문 교과서에 등재. 

저서 시집<강변에 드리운 꽃물> 동화 <어흥어흥 어름치>외 다수



풍수지리 컨설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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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l 21세기 웰빙코드로 부각된 인문학을 통한 신지식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l 인간과 환경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조화로운 국토계획,국토 발전에 대한 비전제시

l 풍수적 소양을 바탕으로 도시공간계획,건축설계,조경설계,인테리어

l 토지감정평가,부동산개발,중개업무등에 차별화된 능력을 발휘할 인재를  양성하고

l 현대인의 실 생활에 필요한  스마트생활 풍수를 널리 보급하여

l 거주환경,지역문화,지역개발에 대한 창조적 이론 개발 및 전문가 양성 하고자 함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Orientation

-.풍수지리의 분류 : 양기풍수, 양택풍수, 음택풍수

-.풍수지리의 주요 이론 : 장풍득수, 배산임수, 전착후관,

2주

음양오행

-.음양,오행론 및 오행의 속성

-.생활풍수속의 음양오행 

3주

풍수지리 적용분야

-.양기풍수 : 국토풍수, 도읍풍수, 마을풍수

-.양택풍수 : 궁궐풍수, 사찰풍수, 서원(향교)풍수, 전통가옥풍수, 빌딩(사옥)풍수, 

아파트풍수, 관공서풍수

-.음택풍수 : 왕릉풍수, 선산풍수, 묘지풍수, 납골당(묘)풍수, 수목장풍수, 자연장풍수

4주

이기풍수이론

-.12포태법 및 4국의 이해

-.패철 사용법

5주

현공풍수 이론

-.하도,낙서 : 선천복희팔괘도,후천문왕팔괘도

-.4국의 이해와 적용 : 왕산왕향,쌍성회향,쌍성회좌,상산하수

6주

양택3요

-.8괘에 내재된 음양오행및 동서사택론

-.8택론에 따른 길흉화복 판단

7주 대학행정과 정보기술

8주 교직원 인적자원 역량강화 및 관리

9주 대학의 위험관리

10주 대학 교육조직의 이해

11주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학사행정

12주 대학의 R&D정책 및 관리

13주 대학의 정책 및 사회적 소통

14주 동사형 실천전략 구상하기

15주 행정의 달인 되기 종합토론



풍수지리 컨설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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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비중(시간/day) 강의방법 및 TOOL

이 론 2.0 강의(PPT, White Board)

사례발표 0.5 사례(로또복권 판매상, 창업성공사례,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답사, 실습/발표 0.5 발표(왕릉,고궁 답사 후 발표)

모집대상  베이비 부머로세대 은퇴 또는 예비 은퇴자로서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분, 창조적 직무개발에  

관심이 많은 은행,중권,보험 등 Wealth Management 담당자, 고궁,왕릉,서원,전통가옥 

문화해설사로서 차별화된 해설을 원하는 분, 건설업체 부동산개발 및 토지매입실무 담당자, 

도시계획 및 개발담당 지자체 공무원, 전원주택 및 단지개발 실무 담당자/부동산컨설팅 업무 

담담자,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 조경 사업자

교    재 고제희, 『풍수지리교과서1,2』, 문예마당, 2009

               최명우, 『현공풍수』, 도서출판 답게, 2010

특이사항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목 15:00~18:00

+ 수 강 료 : 50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최이락 외 1명



서예 기초 입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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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서예술의 전반을 이해하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꾸며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과 기초실기 교육을 병행하

고 나아가 사회전반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문자와 서 판본체 원필실기(기초)

2주 서란 무엇인가 판본체 방필실기

3주 학습의 기본 금문(모공정)실기

4주 필법의 기초 전서(석고문)실기

5주 기법의 습득 예서(광개토대왕비)실기

6주 서체의 종류 예서(조전비)실기

7주 중국, 한국서체의 변천 해서(안근례비)실기

8주 왕희지와 김생 해서(구성궁예천명)실기

9주 좋은 작품이란 무엇인가 해서(여초천자문)

10주 서예비결은있는가, 해서(장맹룡비)실기

11주 비와 첩 행서(난정서)실기

12주 낙관에 대해 행서(동기창)실기

13주 탁본의 의미 초서(서보)실기

14주 중국, 한국서예가 국한문(혼서체)실기

15주 건강과 서예 한글(정자,반흘림)

모집대상 서예술에 관심있는 일반인

특이사항 2학기 이수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 교육기간 : 1년 과정 (15주X2학기)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목 19:00~21:50

+ 수 강 료 : 350,000원(한 학기, 재료비 별도)

+ 모집정원 : 20명

+ 강    사 : 김성곤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예문인

화 최고과정 대표강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표창)/세계서

법문화예술대전(대통령상) 수상,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예문인

화최고위과정 개설자 



윤치술의 힐링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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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국민취미” 등산!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즐기는 취미생활이지만 대부분 그냥 다닙니다. 

등산, 배우고 하면 당장 즐거움이고 못 배우고 하면 평생 고통입니다. 배움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며 건강한 

산길걷기를 즐기세요~ “윤치술의 힐링산행”은 格이 다른 아름다운 산행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Orientation. 개강인사. 강의일정, 강의내용 안내 등

2주
▶윤치술의 힐링산행 5대조건?

  자연과의 교감. 바른 보행. 균형. 적정체온 유지. 에너지 공급 등 이론 강의

3주
▶등산장비 구입 요령

  종로5가. OK 아웃도어 등 쇼핑. 배낭, 바지, 셔츠 등 등산장비 구입 방법

4주

▶고려대 캠퍼스 실기 & 이론

  배낭 꾸리기. 등산화 끈 묶기. 등산장비 및 복장 클리닉. 

  스트레칭 방법. 효율적인 걷기방법 등 실기에 필요한 기본 강의

  마더스틱워킹1/ Lean & Push

5주 제헌절 공강

6주
▶북한산 트레킹 실기 & 이론/ 서서 잠깐 쉬기 등

  마더스틱워킹2/ Haul & Press 

7주
▶청계산 트레킹 실기 & 이론/ 경사 걷기 등

  마더스틱워킹3/ Support & Fold

8주
▶관악산 트레킹 실기 & 이론/ 침묵 트레킹 등

  마더스틱워킹4/ Mother Step

9주
▶학교/ 이론 

트레킹. 마더스틱워킹 슬라이드 강의

10주
▶학교/ 이론. 안나푸르나 트레킹 가기?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

11주
▶강촌 낙엽산행 실기 & 이론 (참가비 별도)

  트레킹 & 마더스틱워킹 종합1. 뮤직세라피 등

12주
▶학교/이론

  계절별 산행 방법. 응급조치 방법 

13주 공강

14주
▶졸업산행. 덕유산 눈꽃 트레킹 (참가비 별도)

  트레킹 & 마더스틱워킹 종합2

15주 ▶종강/ 평가

모집대상 산행에 관심있는 모든 분

교    재 윤치술, 한국트레킹학교 교재, 한국트레킹학교/무료배부, 2009

윤치술, 등산학 개론, 향지, 2013.

+ 교육기간 : 한학기 (15주)

+ 수업시간 : 주1일 2시간 / 격주 금 10:00~15:00

+ 수 강 료 : 36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20명

+ 강    사 : 윤치술



세계 음악과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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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좌는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각 문화권의 대표적인 음악 장르, 악기 

및 그 문화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넓히고자 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교양수업이다. 각 수업시간에 아시아, 아프리

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에서 대표적인 전통 및 대중 음악에 대해 오디오, 비디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병

행하여 수업할 예정이다. 음악을 다루기 앞서, 그 음악이 어떤 문화 속에서 연행되고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음악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할 예정이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강의계획 소개 및 세계 음악과 문화에 대한 간략 소개

2주 음악감상을 위한 기본적인 음악 개념, 용어, 악기류 소개

3주 아시아 음악: 한국, 중국, 일본 (1)

4주 아시아 음악: 한국, 중국, 일본 (2)

5주 아시아 음악: 인도네시아

6주 아시아 음악: 인도

7주 중동 음악: 이란, 터키, 이집트 (1)

8주 중동 음악: 이란, 터키, 이집트 (2)

9주 아프리카 음악: 서아프리카 지역 (가나, 세네갈, 감비아)

10주 아프리카 음악: 중앙 아프리카 (피그미족, 짐바브웨)

11주 아프리카 음악: 남아프리카 공화국

12주 라틴아메리카 음악: 아이티, 트리니다드, 자메이카, 쿠바

13주 라틴아메리카 음악: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14주 라틴아메리카 음악: 브라질

15주 총정리 (혹은 수강자 프레젠테이션)

모집대상 음악애호가들, 음악(문화) 지식과 교양을 넓히려는 일반인들

특이사항 교재는 필수가 아니고, 참고용임

교    재 - 책 : 피터 매뉴얼 (지은이), 박홍규 최유준 (옮긴이), 비서구 세계의 대중음악, 아카넷, 2012

- 음악 CD : Terry Miller, World Music: A Global Journey의 부록 CD, Routledge, 2009

+ 교육기간 : 한 학기 (15주)

+ 수업시간 : 주1일 2시간 / 목 19:00~20:50

+ 수 강 료 : 35만원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최윤자



현대인의 건강 리프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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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최근 식품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실제로 올바른 정보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에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일반적인 건강과 식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건강기능

성식품, 만성질환과 식품, 식품의 안정성에 관한 개념을 알아봄으로써 나의 식생활을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1. 나의 식생활 문제

2주 2. 내게 필요한 영양소

3주 3. 내게 필요한 물과 올바른 음료문화

4주
4.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영양관리

 1) 청소년기 건강문제와 영양

 2) 임신, 수유기 건강문제와 영양

5주
 3) 성인기 건강문제와 영양

 4) 노인기 건강문제와 영양

6주
5. 나의 건강과 식품

 1) 다이어트 식품

7주
 2) 디톡스 식품

 3) 장내세균과 변의 관리

8주
 4) 식품과 알러지

 5) 스트레스와 식품

9주
 6) 미용식품

 7) 월경전증후군 및 두뇌건강과 식품

10주
6. 만성질환과 식품

 1) 고지혈증과 식품

 2) 혈당조절 및 당뇨병

11주
 3) 비만과 식품

   : 나만의 체중조절 프로그램

12주
 4) 대사성증후군과 식품

   : 알코올과 흡연

13주
 5) 골다공증과 식생활

 6) 암과 식생활

14주 7. 식품첨가물과 건강

15주 8. 약이 되는 식품과 조리방법

모집대상 건강과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특이사항 교재없음

+ 교육기간 : 한 학기 (15주)

+ 수업시간 : 주1일 2시간 / 목 10:00-12:00

+ 수 강 료 : 250,000원

+ 모집정원 : 20명

+ 강    사 : 김미자



웰빙 홈베이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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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홈베이킹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는 실습위주의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프리치즈(롤치즈빵)
구워도 녹지 않는 롤치즈와 치즈의 맛이 살아있는 프티치즈를 사용해 독특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느낄수 있는 빵

2주
치즈양파바게트
바삭바삭한 바게트빵과 피자치즈의 풍미가 가미된 프랑스빵

3주
쿠펜타이크(햄,치즈빵)
야채를 마요네즈와 버무려 얹어서 구운빵으로 야채의 촉촉한 맛을 느낄수 있는빵

4주
곡물건강빵
다이어트는 물론 당뇨와 같은 성인병에 좋은 건강빵

5주
블루베리베이글
쫄깃한 식감과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특징이고 노우유, 노버터, 노설탕으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의 건강식 빵

6주
초코칩쿠키
고소한 호두와 달콤한 초코릿칩이 잘 어우러진 쿠키

7주
브라우니컵케이크
달콤한 향과 진한 초코릿향이 가득한 고급 디저트형 케이크

8주
스콘(건포도,호두)
담백하고 고소하며 식사대용으로 좋은 빵

9주
파운드케이크
달콤하고 부드러운 정통 파운드

10주
크림치즈케이크
크림치즈의 촉촉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부드러운 뉴욕치즈케이크

모집대상 일반인

+ 교육기간 : 10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금 15:00~18:00

+ 수 강 료 : 250,000원(한 학기), 재료비별도

+ 모집정원 : 15~20 명

+ 강    사 : 김병철



패션과 대중문화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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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현대사회에서 패션은 대중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음악, 영화, 예술, 광고 등의 대중문화는 패션을 반영함

과 동시에 패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강의는 패션과 대중문화의 연관성을 대중문화의 다양한 분야

에서 찾고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 대중문화와 패션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영화에 재현된 20세기 패션을 비평할 수 있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강의소개

-패션이란 무엇인가?

2주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3주 20세기 패션사

4주 재즈와 패션, 1920년대 패션(미드나잇 인 파리, 코코샤넬)

5주 영화와 패션

6주 스포츠와 패션(42nd street)

7주 2차 세계대전과 패션

8주 하위문화와 패션(비틀즈)

9주 사진과 패션

10주 예술과 패션

11주 대중문화와 패션

12주 TV와 패션

13주 포스트모더니즘과 패션

14주 한국 사회의 대중문화와 패션Ⅰ

15주 한국 사회의 대중문화와 패션Ⅱ

특이사항 교재는 없습니다.

참고문헌 - 김민자 외, 패션디자이너와 패션아이콘, 교문사, 2014

- 강민지, 아이콘의 탄생, 루비박스, 2013

- 강민지, 패션의 탄생, 루비박스, 2011

+ 교육기간 : 한 학기 (15주)

+ 수업시간 : 주1일 2시간 / 화 14:00~16:00

+ 수 강 료 : 375,000원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이하나





2015학년도 제1학기 교육과정

전문가 학교Ⅰ

자격취득대비과정

[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과정]

국악실기지도사(해금)

미술심리지도사 ★

[일반 자격증과정]

복지원예사(구.원예치료사)

한자한문지도사

명품스피치&보이스트레이닝 과정 

  (스피치지도사)

색채심리상담사 3급 ★

독서심리상담사 2급 ★

웃음치료와 펀리더십 과정 ★

약용식물 전문가 과정 ★

★ : 신규 개설 강좌

  



국악실기지도사(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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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해금의 기본인 정악 산조를 통하여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정간악보와 오선 악보를 모두 읽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악보 모두를 읽을 수 있음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곡을 타인의 도움 없이 

연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연주회, 발표회,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강의내용

* 해금 정악 : 중광지곡 한바탕

* 해금 산조 : 한범수류 해금산조 중모리, 중중모리

* 해금 신곡 : 해금소품집 (2013. 세광음악출판사 저자/안진성)

모집대상 해금 1년 이상 배우신 분(정악연주 가능자 이상)

교    재 해금정악 (은아출판사 저사/강사준), 해금산조 (현대음악출판사 저자/강덕원,양경숙), 해금소품집 

(세광음악출판사 저자/안진성)

특이사항 개인악기 준비, 학습기간 대여 가능, 실기 위주의 교육, 부족한 부분 개인지도

+ 교육기간 : 2년과정(15주×4학기)

+ 수업시간 : 주 1일 3시간 / 화 19:00~21:50 

+ 수 강 료 : 40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20명

+ 강    사 : 안진성 / 해금협회 상임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서울예술대학교 출강, 성신여대 

평생교육원 겸임교수



미술심리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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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심리상담은 미술을 매개로 하여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소통하며 표현을 돕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다. 

   본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중심의 미술심리 교육을 통하여 아동미술심리지도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미술심리를 통한 자기탐색과 자아발견을 통해 정신적 건강과 성장을 돕는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오리엔테이션 (강사 및 교육생 소개, 일정 안내), 미술치료의 기본이해

2주
정신분석 이론과 아동의 심리 이해

미술치료의 과정과 적용

3주 미술치료의 과정과 적용

4주 미술치료에서 매체와 색채

5주 미술치료에서 난화 기법

6주 미술치료에서 콜라주 기법

7주 미술치료에서 만다라 기법

8주 그림을 통한 심리진단 이해, 그림의 내용과 형식

9주 풍경구성법 LMT 그림검사

10주 HTP와 KHTP 그림검사

11주 아동미술치료, 청소년미술치료

12주 가족미술치료, 노인미술치료

13주 개인 및 집단 미술치료

14주 미술치료사의 윤리와 자세

15주 집단 미술치료 Work Shop - Open Studio

모집대상 일반인, 관련학과 학생(사회복지, 상담, 심리, 교육, 간호 등)

특이사항 대학평생교육협의회 미술심리지도사 자격증 발급, 한국미술치료학회 교육시간 인증 

(180시간, 2학기 과정)

교    재 - 이론서 : 주리애, 미술치료학, 학지사, 2010년

- 실습서 : 최외선, 김갑숙, 최선남, 이미옥, 미술치료 기법, 학지사, 2006년

+ 교육기간 : 1년과정(15주X2학기)

+ 수업시간 : 주1일 6시간 / 토 10:00~18:30

+ 수 강 료 : 450,000원(한 학기), 자격증비 별도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은옥주, 장현정, 조봉진, 장재영



복지원예사(구.원예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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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예 식물을 활용하여 장애 및 

질병을 치료하여 증상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담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

며, 한편 복지원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이다.

강의내용

원예치료학개론

원예치료 프로그램 방법론

원예식물 재배 및 관리론

화훼장식학

실내원예론

원예치료와 사회복지학

허브와 아로마테라피

원예치료와 상담심리학

원예치료와 정신의학

원예치료와 간호학

원예치료와 재활의학

인턴십 및 실습 4회

모집대상 전문대학 재학이상의 학력소유자로서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 지역사회, 민간단체, 종교단체, 환자나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기관에서 원예치료를 원하는 분, 또는 원예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

특이사항 수료자는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www.khta.or.kr)인증 2급, 3급 복지원예사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2일 6시간 / 월, 수 19:00~22:00 

(토요일 한달 1회 인턴십)

+ 수 강 료 : 600,000원(한 학기) / 

             실습비 별도(10만원)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박천호/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이은숙/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예치료사

대표강사 外 전문 팀티칭 강의



한자한문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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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문지도사 과정은 한자와 한문을 기초부터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한자와 한문교육

을 통하여 이상적이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국제화시대에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초등학

교 기초과정에서부터 어휘력향상으로 학습능력을 높이고 인성교육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도자를 양성

함과 아울러 기존에 알고 있는 한자와 한문을 활용하여 고전을 읽고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전수하여 유능한 한자한문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한자･한문교육의 중요성과 올바른 지도법

2주 한자의 부수자 연구와 부수 활용법

3주 동요, 동화, 일기와 함께 쓰는 한자표현

4주 표의 문자와 표음문자

5주 국·한문 혼용 논술 작성법

6주 한자의 조자방법

7주 잘못 쓰기 쉬운 한자와 고유어

8주 자형이 혼동되기 쉬운 한자

9주 조합한자와 어원풀이

10주 한문법

11주 단계별 한문해석

12주 한시 감상

13주 명문장 발췌 한문 풀이

14주 학습지도안과 강의계획서 작성법

15주 종합정리와 평가

모집대상 방과 후 교사, 논술교사, 유치원 교사, 학습지 교사, 한자/한문학원 개설자, 한자, 한문강사 지원자 등

특이사항 수료자는 전국한자교육추진 총연합회 한자한문교육지도사 자격시험 응시가능 수료자는 한자한문 

공부방, 교습소, 한자한문학원 개설시 본원 강사님이 직접 컨설팅 해드림 우수자는 본원 강사님이 

방과후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 유치원,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에 추천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화 10:00~12:50

+ 수 강 료 : 35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장병수 / 전국한자교육추진 총연합회 지도위원, 

한자지도사연수원 연수원장, 

한국한자지도사 연수원 전문위원



명품스피치&보이스 트레이닝 과정(스피치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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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치 역량 강화로 발표능력, 리더십, 강의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스피치 지도사로 취업 또는 개업을 할 수 있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 Orientation, 스피치의 개념과 비전 

   첫인상에 점수 따는 자기소개법, 효과만점 명함 교환법

2주
▪ 스피치와 호흡

   호흡법과 발성학 원리 , 시선처리법과 Interview 기법

3주
▪ 스피치와 긴장극복

   긴장처리법과 파워음성 만들기, 휴먼 네트웍과 대화기법 트레이닝

4주
▪ 스피치와 발음

   발음 및 고저, 장단, 강약, 완급기법,  낭독, 낭송, 사회진행법 

5주
▪ 스피치와 수사학

   스피치 수사학, 스피치 인프라 구축하기, NIE 스피치/LIFE 스피치 트레이닝

6주
▪ 스피치와 발표기법

   설득과 프레젠테이션 기법, 스피치의 유형과 종류, 3분 스피치

7주
▪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Speech Communication 이론,  DISC 유형별 프레젠테이션 기법 

8주
▪ 스피치와 음성

   명품목소리와 당당한 자세 만들기, 회의 및 토론, Paper 브리핑 기법

9주
▪ 스피치와 표정관리

   발표불안과 표정관리기법, Presentation Skill 트레이닝

10주
▪ 스피치와 설명기법 

   효과적인 설명기법과 멘트, EPRB 설명기법

11주
▪ 스피치와 카리스마

   카리스마 스피치, 포인트 강조기법, 업무향상 프레젠테이션 실기

12주
▪ 스피치와 상담기법

   수용, 경청의 방법, 탐색, 공감적 반응

13주
▪ 스피치와 리더십

   조직관리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리더의 파워 스피치

14주
▪ 스피치와 설득기법

   호감의 법칙, 성공사례 활용법,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15주
▪ 스피치와 유머

   유머, 설득, 감동 Speech기법, 

   VIDEO 실습, 명품 스피커로서의 사명 선언 및 종강 



명품스피치&보이스 트레이닝 과정(스피치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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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성인 남,여 누구나

교    재 민영욱, 파워 스피치, 한국스피치센터, 2013.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화 19:00~21:00

+ 수 강 료 : 480,000원(한 학기), 자격증비 별도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민영욱



색채심리상담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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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통해 개인의 치유를 경험하고, 색채를 통한 정신역동 방법 및 색채투영 그림에서 보여지는 무의식을 찾아

보기 위한 다양한 색채심리워크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색채심리전문

상담사로서 필요한 색채이론, 미술치료이론, 심리이론, 그리고 상담이론에 따른 기초적 교육 프로그램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색채심리기초이론/색채학, 심리학, 상담학, 미술치료, 색채치료의 개념과 역사

2주 색상환과 배색지/색의 개념과 이해, 색채심리와 의미

3주 개인색채심리/작가의 색채탐구, 나의 삶에 대한 색채 탐구

4주 색채와 정신분석/Freud의 정신분석과 성격발달이론, 컬러색채앨범

5주 컬러 Collection/꼴라쥬에 대한 이해, 색채 꼴라쥬

6주 동화와 색채심리/Rogers의 인본주의이론, 동화와 무의식적 색채표현

7주 집단색채심리/Jung의 분석심리이론, 집단색채심리 프로그

8주 매체의 이해/대상관계이론, 매체탐색과 색채치료

9주 아동과 색채심리/아동그림의 발달이론, 아동과 색채심리

10주 만다라와 색채/만다라의 정의와 역사, 개인만다라, 집단만다라

11주 색채와 스트레스/스트레스의 정의와 힐링, 누리에와 색채그림

12주 긍정과 색채심리/Shazer와 In-Su Kim의 해결중심이론, 단기색채상담기법

13주 무의식과 색채/다양한 색채심리프로그램의 실습

14주 색채심리상담 연습/그림 진단법, 색채 진단법, 초기 면접지 작성법

15주 컬러코칭/색채심리상담 도구, 개인의 현실적인 잠재능력 향상

모집대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모든 일반인, 직장인, 대학생, 대학원생

색이 주는 영향력을 느끼고 싶은 분, 나의 색을 찾고 싶은 분

색채,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분

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센터, 유치원, 방과후 교실 등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분

교    재 색채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한국색채심리분석 연구소)

특이사항 자격증 취득 필수 조건 - 출석률 4/5 (80%)

자격증 취득 시험 - 없음

자격증 발행기관 - (사)한국색채심리치료협회

직능원 민간자격증 등록/ 자격등록번호: 제 2012-1387호

+ 교육기간 : 한 학기 (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수 19:00~22:00

+ 수 강 료 : 400,000원(한학기) / 

             교재비, 시트지 포함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송은아 / 색채심리분석전문가, 색채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휴먼컬러전문강사



독서심리상담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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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서 아동·청소년기, 성인까지 심리적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독서치료의 이

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써 심리·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한 인성발달을 도울 수 있는 독서치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오리엔테이션, 독서치료의 이해

2주 독서치료의 개념과 역사

3주 독서치료의 이론적 기초 및 원리

4주 독서치료의 과정과 방법, 치료적 발문유형과 기법

5주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의 선정기준 및 상황별 도서목록 개발

6주 독서치료 내담자의 이해 : 인간심리와 성격유형

7주 그림책을 통한 독서치료

8주 독서치료를 위한 다양한 표현기법 : 글쓰기 치료의 실제

9주 독서치료를 위한 다양한 표현기법 : 시치료의 실제

10주 독서치료와 미술치료 : 미술치료의 이해

11주 다양한 미술치료 기법

12주 아동을 위한 독서치료 실제 : 자존감, 이혼가정, 신체장애 등

13주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실제 : 비행청소년, 게임중독 등

14주 치료사의 자질 및 상담대화 방법

15주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모집대상 전문대졸 이상

특이사항 자격취득 기준 - 기초 15주, 심화 15주 총 90시간 이수 (위 강의계획서는 기초과정에 해당)

주 교 재 김현희 외 공저, 독서치료, 학지사, 2003년

+ 교육기간 : 한 학기 (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목 10:00~13:00

+ 수 강 료 : 30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20명

+ 강    사 : 박혜선



웃음치료와 펀리더십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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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 오리엔테이션, 웃음치료의 개념과 개관  

   웃음 치료의 이해, 유머와 위트로 멋진 자기소개 하기

2주
▪ 웃음 운동의 개념과 역사   

   미국, 일본, 한국의 사례, 병원과 학교, 회사와 양로원의 실제

3주
 ▪ 웃음과 인간관계    

   좋은 관계 만드는 법, 마음 열기와 질문하기, 웃음 스트레칭

4주
▪ 웃음과 뇌 건강법    

   행복 브레인 만들기, 자기 암시법과 웃음치료, 웃음 건강 운동

5주
▪ 웃음과 대화법    

   유머 활용기법, 넌센스, 에피소드 활용법, 펀 대화법과 웃음

6주
▪ 웃음 치료와 근골격계 운동    

   치료로써의 다양한 웃음 활용법, 650여개의 근골격 이완운동법

7주
▪ 웃음 만들기 게임       

   아름다운 나의 웃음 만들기, Fun 웃음 역할극

8주
▪ 웃음과 손뼉 운동  

   큰 웃음, 작은 웃음의 효과, 치매예방과 경락자극 손뼉 운동

9주
▪ 웃음과 마사이족 

   복식호흡과 깊은 웃음 웃기, 마사이족의 건강 퍼포먼스

10주
▪ 웃음과 레크리에이션 Ⅰ

   게임으로 하는 웃음 운동, 노래로 하는 웃음 운동

11주
▪ 웃음과 힐링 Ⅰ

   웃음 라인 만들기, 웃음의 효과와 치유 사례

12주
▪ 웃음과 레크리에이션 Ⅱ

    그룹게임과 웃음 운동, 싱어롱 게임

13주
▪ 웃음과 힐링 Ⅱ

   스마일 표정 만들기, 본인의 웃음효과 사례 발표

14주
▪ 웃음과 리더십 

   리더로서의 DISC 유형분석, 타인 상담기법

15주
▪ 웃음과 사명서 작성

   웃음치료사로서의 다짐과 사명서 작성 및 선포식, 종강식

+ 교육기간 : 한 학기 (15주)

+ 수업시간 : 주1일 2시간 / 금 19:00~21:00

+ 수 강 료 : 440,000원(한학기)

+ 모집정원 : 40명

+ 강    사 : 민영욱



약용식물 전문가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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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오리엔테이션

- 특강 : 약용식물과 건강생활

-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제도

2주
제1과목 약용식물학 개론

- 약용식물학 : 정의/역사/분포/분류/구조

- 약용식물의 재배와 채취

3주
제2과목 약용식물학 각론

- 약용식물의 명명법 및 작용

4주
제2과목 약용식물학 각론

- 약용식물의 특징/성분 및 효능

5주
제2과목 약용식물학 각론

- 약용식물의 특성/성분 및 효능

6주
제2과목 약용식물학 각론

- 약용식물의 특성/성분 및 효능

7주
제2과목 약용식물학 각론

-약용식물의 특성/성분 및 효능

8주
제3과목 약용식물의 관리

- 수치: 수치의 의의/수치법, 보관

9주
제4과목 약용식물의 활용

- 한방의 이해: 표리론/허실론/항열론/장부론/사상체질 활용법과 내복법/활용시 주의 

사항

10주
제4과목 약용식물의 활용

- 민간용법: 소화기계/신경계/내분비계/순환계/비뇨기계/근골격계/피부계/부인계

11주
제5과목 약용식물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농산물 품질관리법

12주 현장실습( 산지 약초기행)

13주 현장실습(약용식물원 및 박물관)

14주 현장실습(약령시장)

15주 자격시험대비 특강 및 모의고사

+ 교육기간 : 한 학기 (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수 18:30~21:30

+ 수 강 료 : 50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20명

+ 강    사 : 배흥섭





2015학년도 제1학기 교육과정

전문가 학교Ⅱ

[교육경영전문가과정]

교육경영최고지도자

전문가(학원) 교육경영자

수학영재지도자

영어영재지도자

체험수학지도자

교육상담전문가과정(구.자기주도학습코칭지도자)

[일반전문가과정]

법원 부동산 경매 및 NPL 전문가 과정

수생태해설사 기본 및 심화과정

Active Senior 전문가

초중등 교과논술 최고강사 양성과정

노래지도자 과정 

복지경영관리사 ★

자금조달컨설팅 투자유치과정 ★

자금조달컨설팅 정책자금과정 ★

영어학습코칭 전문가 과정 ★

죽음교육 전문가과정 ★

[최고과정]

서예문인화 최고 과정 

대한민국 명강사 최고위 과정 ★

우주촌 명품 최고경영자 과정 ★

★ : 신규 개설 강좌

  



교육경영최고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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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본 과정은 명실공히 교육경영 최고 전문가(CEO)를 위한 최고지도자과정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빠르게 

전개 되는 교육개혁의 시점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과정

입니다. 학원 경영과 교육분야의 최고 전문교수진으로 현장의 실직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미

나 및 워크샵을 통해 학원교육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강의내용

강 의 내 용

경영
기법

경영 기획 교육경영철학 / 교육경영 비전 및 기획의 설정과 추진

리더십 개발
리더십개발 / 교육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 /성공하는 CEO의 성공사례 분석 / 

코칭리더십

학원이미지 관리 고객만족 경영의 이론과 실천 / 이미지메이킹

조직 활성화 방안 강사채용 및 교육 / 근무평가 / 인사고가 관리

재무기획 관리 세무관리 / 재무관리 / 업무 설계 및 전산시스템관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학습프로그램 개발 / 교육방법 연구 /교재연구 / 교재개발 / 수업관리 / 

영재교육

광고
광고, 홍보, 마케팅

광고, 홍보, 마케팅 이론 및 전략의 탐구 마케팅조사와 대상의 분석 및 도입 

효과적인 광고전단지 및 홍보물 제작배포기법

원생모집 각종 이벤트를 통한 원생 모집 방법원생 모집 사례 및 원생 관리 방안 연구

상담
관리

상담기법 학생 및 학부모 상담전략진로적성 검사 및 각종 검사의 활용

관리 학생 및 학부모 관리

경영
사례

학원의 벤치마킹 교육경영의 자기진단, 성공학원의 사례연구

전문학원 운영방향 특성별 전문교육경영 활성화 방안

세미나 세미나 및 워크샵 합숙세미나 / 특별 초빙 강좌 / 해외연수

모집대상 고려대 평생교육원 학원운영자과정 및 교육경영전문가과정 수료자 각종 학원 및 교육 관련기관 2년 

이상 근무한 자

특이사항 고려대학교 총장 및 평생교육원 원장명의 수료증 수여 

교수진의 교육경영 상담

개별상담 : 민경철(010-2071-8875, minkc@korea.ac.kr)

접수방법 원서를 작성(교육경영전문가 메인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신청) → 

서류심사 → 합격여부 개별 통보 → 수강료 입금 → 등록여부 확인 → 과정 수강

• 우편접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사지원부(201호)

• 팩 스 : 02)3290-14693     • 문 의 : 02)3290-5065

• 수강료 입금 : 하나은행 391-910004-61804 (예금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 개별상담 : 대표강사 민경철(010-2071-8875, minkchul@hanmail.net)



교육경영최고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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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2015.03.19(목)~2015.06.25(목) 

             (1학기 과정) 15주

+ 수업시간 : 매주(목) 10:00~13:00

+ 수 강 료 : 150만원

+ 모집정원 : 40명

+ 강    사 : 민경철 외 팀티칭



전문가(학원) 교육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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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은 교육 개혁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기존의 답보적

인 교육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고 급변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경영인을 위한 

현장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입니다.

강의내용

차 시 강 의 내 용

1 (학원)교육경영의 입문

2 고객만족 경영

3 성공하는 학원 만들기

4 21세기의 학원교육 경영

5 워크샵(1박2일)-[선택]

6 (학원)교육경영 및 조직관리

7 원생모집 및 상담기법

8
1.(학원)강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2.(학원)교육경영 차별화 전략

9 강사 모집 및 교육

10 (학원)경영의 재무관리

11 (학원)교육경영사례 연구

12 학원의 광고 기법

13 특강 및 총정리

모집대상 학원원장 및 학원관리자 또는 학원창업 준비자, 교육관련 종사자

특이사항 고려대학교 총장 및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수료생 클럽 결성 및 교수진의 교육경영 상담

개별상담：민경철(010-2071-8875, minkchul@hanmail.net)

접수방법 • 전화접수 : 02)3290-5065 인적사항 통보 후 접수 

• 온라인접수 : http://edulife.korea.ac.kr 수강신청 후 수강료 입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391-910004-61804(예금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 문의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02)3290-1460

+ 교육기간 : 2015.03.16.(월) ~ 04.22(수), 6주

+ 수업시간 : (월,수) 10:00 ~ 13:00

+ 수 강 료 : 70만원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민경철 외 전문가 팀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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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영재교육원 입학과 수학경시대회 및 영재고,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지도하고자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영재교육원 대비 및 선발고사 문제 분석 풀이/국내외 각종 수학 경시 대회 기출 문제 유형 분석 

및 예상문제 전망/경시반 및 영재고, 과학고반 운영사례 연구 / 영역별 개념설명 및 문제 적용 / 수학영재교육

의 이론 및 실제 / 교구를 활용한 수업 사례 연구등 현장중심의 창의력, 사교력, 논리적 중심의 효율적인 수학

교육을 제시합니다.

강의내용

차 시 강 의 내 용

1 영재를 위한 수학학습이론

2 교구를 활용한 수학영재교수학습 방법

3 영재교육원 개요 및 영재성 검사

4 영재교육원 전형 분석 및 대비

5 수, 연산 수업 사례 연구 (창의사고력 수학)

6 교구를 활용한 수업 사례 연구 (입체도형, 평면도형)

7 교육경영 사례

8 워크샵 (1박2일) - [선택]

9 영재교육원 전형 분석 및 대비 검사 

10 창의사고력 문제(도형과 측정) 

11 창의사고력 문제(확률과 통계)

12 창의사고력 문제(규칙성과 함수)

13 정수론 및 대수론(경시 KMO 중심)

모집대상 영재교육원 입학과 수학경시대회 및 영재고,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지도하고자하는 분

특이사항 고려대학교 총장 및 평생교육원 원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수료생 클럽 결성 및 교수진의 개별 상담

개별 상담：민경철(010-2071-8875, minkc@korea.ac.kr) 

접수방법 • 전화접수 : 02)3290-5065인적사항 통보 후 접수 

• 온라인접수 : http://edulife.korea.ac.kr 수강신청 후 수강료 입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391-910004-61804 (예금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 문의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02)3290-5065

+ 교육기간 : 2015.03.18.(수)~04.24(금), 6주

+ 수업시간 : (수,금)10:00~13:00

+ 수 강 료 : 70만원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민경철 외 전문가 팀티칭



영어영재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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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초,중,고 학생을 지도하는 영어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특히 변화되어지고 있는 영어교육에 맞추어 문장구

조, 듣기, 말하기, 쓰기, 독해, 토론 등 각 영역으로 나누어 기본과정부터 응용 적용과정까지 효율적인 연계 학

습방법을 제시하는 현장의 영어선생님들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강의내용

차 시 강 의 내 용

1 영어교육 시장의 흐름과 전망, 영어교수 이론

2 영어 에세이 지도법, 영어교육 프로그램 작성 기법 

3 말하기, 쓰기, 공략 강의 기법(1) 

4 말하기, 쓰기, 공략 강의 기법(2) 

5 문법영작(WRIMMAR)의 이론적용과 강의기법TWE의 독립형과 통합형 영작의 이해와 적용

6
각 분야의 READING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지도법READING과 VOCABULARY의 관계중상위권 

학생에 대한 TOEFL 강의기법 

7 GRAMMAR의 이론과 실제, 유학생 지도법GRAMMAR의 강의법과 객관식 문제에 대한 접근

8 문장구성 파악 지도법

9 독해, 말하기, 쓰기, 문법적용 지도법

10 8품사와 그 외의 모든 품사의 기능 지도법 

11 수능, 내신, TOEIC, TOEFL, TEPS, SAT 지도법

12 단문, 복문, 수식 종합 총정리(특허영어) 

13 워크샵(1박2일) - [선택]

모집대상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단, 기초영어가 가능한 분)

특이사항 고려대학교 총장 및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수료생 클럽 결성 및 교수진의 교육경영 상담, 

개별상담-민경철(010-2071-8875, minkchul@hanmail.net)

접수방법 • 전화접수 : 02)3290-5065 인적사항 통보 후 접수 

• 온라인접수 : http://edulife.korea.ac.kr 수강신청 후 수강료 입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391-910004-61804(예금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 문의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02)3290-5065

+ 교육기간 : 2015. 3. 17(화) ∼ 4. 23(목) (6주)

+ 수업시간 : 화, 목 10:00~13:00 

+ 수 강 료 : 70만원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전문가 팀티칭



체험수학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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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체험수학을 기반으로 한 교과 통합형 STEAM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초, 중등 수학을 실생활

과 접목하여 양질의 체험수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수학교육의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험수학의 수업 모델 및 생기 있는 수업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전문적인 

STEAM 체험수학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강의내용

차 시 강 의 내 용

1 미래형 교육과정 분석. 융합교육, 체험수학의 이해

2 수 개념 형성을 위한 활동 수학:교구를 이용한 재미있는 곱셈 ⇒ 관련 교과 : 초등1~2학년군

3 교구를 이용한 정확한 분수 분석과 평면도형의 이해 ⇒ 관련 교과 : 초등 3~4학년군

4 교구로 이해하는 약수와 배수: 재미있는 실험을 통한 입체도형 탐구 ⇒ 관련 교과 : 초등 5~6학년군

5 중등 개정 수학 교과 분석 및 스토리텔링, 스팀 수업의 실제 ⇒ 관련교과 : 중등 1,2,3학년 전체

6 워크샵(수학박물관 방문)

7
스토리텔링, 스팀수학의 해법, 체험수학!! 초, 중, 고등 수학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주제 탐구

사이클로이드 곡선, 원기둥 거울, 수완 연산을 이용한 마술의 비법 ⇒ 관련 교과 : 초, 중, 고 전체

8 애플, 모나리자, 정이십면체에 숨은 수학(황금비, 정이십면체)⇒ 관련 교과 : 초, 중, 고 전체

9 꽃점, 트럼프로 알아보는 e, 몬티홀의 딜레마 ⇒ 관련 교과 : 초, 중,고등 확률과 통계

10 확률과 pi, 주사위와 평균, 표준편차 ⇒ 관련 교과 : 초, 중, 고등 확률과 통계

11 손끝으로 느끼는 입체도형(델타, 쌍대, 준정다면체) ⇒ 관련 교과 : 초등 도형과 측정, 중등 기하

12 전시, 발표

13 워크샵 (1박2일) - [선택]

모집대상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초, 중, 고등 수학교구, 수학실험 수업, STEAM 체험수학을 지도하고자 하는 

초,중등 교사 및 강사

특이사항 고려대학교 총장 및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수료생 클럽 결성 및 교수진의 교육경영 상담 

접수방법 • 전화접수 : 02)3290-5065 인적사항 통보 후 접수 

• 온라인접수 : http://edulife.korea.ac.kr 수강신청 후 수강료 입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391-910004-61804 (예금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 문의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02)3290-5065

+ 교육기간 : 2015.03.17.(화) ~ 4. 23(목), 6주

+ 수업시간 : (화,목) 10:00~13:00 

+ 수 강 료 : 70만원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전문가 교수진 팀티칭



교육상담전문가과정 (구.자기주도학습코칭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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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코칭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묶여 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풀어주는 것이다. 코치의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않

고 스스로 배우고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교육분야에서도 학습을 하는데 코칭기법을 도입하여 학습의 효과

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도자 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강의내용

차 시 강 의 내 용

1 자기주도학습의 개요

2 학습코칭의 이론 및 실천

3 인간행동의 이해

4 상담 스킬 및 절차

5 자기주도학습 및 동기부여 이론 

6 진단 검사도구 및 양식 활용법

7 자기주도학습 변화 성장 사례 

8 진로 및 진학 상담기법

9 감정코칭 상담기법

10 자기주도학습 상담 사례

11 과목별 자기주도 학습법 

12 학생 및 학부모 상담기법 

13 워크샵(1박2일) - [선택]

모집대상 각종 학원 및 교육 관련기관에 근무자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자로서 상담기법을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최대의 학습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분

특이사항 고려대학교 총장 및 평생교육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수료생 클럽 결성 및 교수진의 교육경영 상담.

개별상담-민경철(010-2071-8875, minkchul@hanmail.net)

접수방법 • 전화접수 : 02)3290-5065 인적사항 통보 후 접수 

• 온라인접수 : http://edulife.korea.ac.kr 수강신청 후 수강료 입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391-910004-61804(예금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 문의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02)3290-5065

+ 교육기간 : 2015. 3. 17(화) ∼ 4. 23(목) (6주)

+ 수업시간 : 화, 목 10:00~13:00 

+ 수 강 료 : 70만원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민경철 외 전문가 팀티칭



법원 부동산 경매 및 NPL 전문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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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본 강좌는 민사 법률, 부동산등기법등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지식을 터득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에 의한 단기, 장기적인 최고의 재테크의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시세 이윤을 추구하는 지름길인 동시에 

법률에 의한 자신의 권리 보호 및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데 그 목적과 방향을 둔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경매총론 - 강제집행의 의미, 매매와 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 경매 구조론, 유망지역 추천 

2주 부동산과 민사 법률에 의한 경매 수익률과 재산권보호의 의미, 경매절차 도표, 강제경매의 대상  

3주 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대지권등기,설정등기,기일입찰,기간입찰,경매신청취하에 따른 문제

4주

감정평가의 의미 

① 평가의 대상(경매대상물)

② 1차 최저금액의 기준

③ 경매가 미치는 범위(미등기부동산 집행,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④ 배당비율

5주 건물과 토지 경매 공략 법 부동산 공법,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이동(차이점과 공통점)

6주 우선매수 권 문제 (공유자 우선매수 권, 임차인의 우선 매수 권)와 채권자매수신청에 따른 잉여주의

7주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관, 경매사건에 있어서 담보책임 문제, 경매사건 하자로 인한 소유권 취득 

유/무효 여부  

8주
경매 취하 시 문제점과 극복 방법, 대항력의 의미(등기와 등기 이외의 문제), 물권과 채권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에 따른 배당문제  

9주
소멸주의와 인수의 의의 및 예외에 관한사항, 형식적의의의 임의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청산을 위한경매, 자조매각,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단주의 경매)  

10주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농지법제8조에 의한 취득문제) 임대수익률 경매사건(공유 지분, 지료청구 

기타 공략방법) 

11주 NPL 이론과 공격방법 Ⅰ

12주 NPL 이론과 공격방법 Ⅱ

13주
NPL 이론과 공격방법 Ⅲ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공장저당권), 민사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적용범위, 대항력,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임차권등기)  

14주

예비등기 

① 가등기(순위 보전, 담보에 법률에 의한 가등기) 

② 예고등기,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이외의 권리(유치권, 법정지상권, 

관습상법정지상권, 차 지권, 임차권 등 개관)  

15주

순위배당, 우선배당, 최우선매당, 안분배당, 흡수배당, 순환배당, 이시배당. 배당절차, 배당에 있어서 

실무상 문제점, 배당 이의 소  

부동산인도명령 집행(인도명령신청인과 상대방, 명도확인서의 대상자와 아닌자 이에 따른 배당문제, 

명도소송)  



법원 부동산 경매 및 NPL 전문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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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일반인 누구나, 법률사무소관계자 및 공인중개사

교    재 김병진, 『김병진교수의 경매강의』2012, 『경매총론』 2010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2일 6시간 / 월, 수 19:00~21:50

+ 수 강 료 : 650,000원

             (교재비 3만원, 법률과 권리분석)

+ 모집정원 : 40명

+ 강    사 : 김병진 / FM 라디오 도로교통방송 부동산 경매 및 

민사법률 생방송 상담 / 김병진 경매 연구소 소장 

/ 국회의사당 G20 정상회의 국민지원단 최고위 

CEO과정 담당강의.(장관급 강의) / 새마을 금고 연

합회, 연수원 교수 / GTV 여성채널 방송‘김병진

교수 경매길라잡이 방송강의’/ 한터 법률사무소 

등 기타 법률사무소 연구소장 및 자문 / G20 정상

회의 국민지원단 부동산 법률 자문교수 / 한일보사 

등 기타 언론 매거진, 칼럼 기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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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국내 처음으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수생태해설사> 과정이 9기생 및 기존 수료한 전기생 중 심

화과정을 함께 모집합니다. 

수생태올림픽이라는 <세계물포럼>이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지도교수인 이학영박사가 각종 수생태학 

관련 교육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전문 고급인력인 <수생태해설사>의 활동 무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ʻ어 우리 동네 개울에도 물고기가 사네. 그런데 이 물고기들 이름이 뭐지?ʼ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ʻ그건 버들치이고 저건 모래무지랍니다ʼ 
이름과 더불어 재미난 생태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바로 <수생태해설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수생태와 연관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이 70%인 우리 몸에서부터 강. 하천. 호수. 논. 습지. 갯

벌 등 크고 작은 수생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에 사는 생물종과 환경생태를 교육하는 인력이 우리나라에

는 일부 전문가를 빼고는 극히 희소합니다. 수업시 현장 탐사와 인맥교류를 함께 나누며 자연을 호흡하는 기회

를 갖습니다. 또한 학생. 주부. 교사. 공무원. 교수. 직장인 등 사회 각계 출신으로 전국에서 모인 앞 기수 <수

생태해설사> 중 심화과정을 할 분들이 기본 과정의 원생들을 함께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강의내용

오리엔테이션 / 수생태해설사 의의와 활동 / 수생태학 일반론 / 담수어류학 / 생태계 교란 외래종 / 

수생태 탐사의 이론과 실제 / 수변 식물 / 수서곤충 / 조개류 / 양서.파충류 / 생태문화론 / 

생태문학 창작론 / 현장실습 및 시연 / 생태모니터링 및 보고논문작성. 

하천생태학 / 수생물 사육법 / 생태경영 CEO론 / 특강(심화교육)

※ 전체 15강. 일부 과목은 조정될 수 있음.

모집대상 일반인. 주부. 타분야 해설가. 수생태해설사 학생. 은퇴후 새인생 개척자. 직장인.

귀농. 귀촌인. 자연생태학교 운영인. 유치원. 초중고대학 교원 등 

* 단 심화과정은 수생태해설사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

특이사항 - 원생증 발급. 수료자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심화과정 수료자는 심화과정 1학기로 수료증 발급

+ 교육기간 : 한 학기 (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실내) / 수 15:00-18:00  

6시간(실습) 현장학습 일정은 강의시 조정. 

여건에 따라 한주에 실내. 현장 동시 진행

되거나 실내 격주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음.

+ 수 강 료 : 450,000원(한 학기) 교재비 별도

+ 모집정원 : 25명

+ 강    사 : 이학영 /이학박사. 한국생태환경연구원 교수. 

한국수생태학회 회장. 

한국수생태해설사협회 회장.

고려대교우회 상임이사. 

문학아카데미교수. 시인.

환경부. 국토부. 서울시청 생태자문위원.

저서<수생태일반론> <물에 사는 생물>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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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은퇴라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퇴직 예정자/퇴직자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퇴직 이후 삶의 방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Active Senior”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입니다. 

인생이모작에  성공한  다양한 분야의 Active Senior를 초빙하여, 이론보다는 "성공사례발표(50분내외/인)"로,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하는 교육 위주로 진행 됩니다

    1.퇴직 후 100세 시대, 나의 인생 2막을 역동적으로 설계한다

    2.재취업,창업,사회공헌, 취미활동등의 방법과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3.은퇴플래너 ,액티브시니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체득한다

    4.다양한 분들과의  네트워크로, 새로운 세상과 인생을 경험한다 

    5.대한민국 시니어 문화를 선도하는 액티브시니어 커뮤니티활동에 참여한다  

 액티브시니어 2기과정에, 탁월한 안목을 가지신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개강식 , O/T , 특강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2주  지난 인생 회고 (생애곡선, 연대기 작성, 새로운 각오), 자기소개  *1박2일 워커숍 진행  

3주  은퇴설계 첫째-"재무" (100세 장수시대, 고령사회, 자산관리, 1~2인 사례발표)

4주           둘째-”관계“ (황혼이혼 방지교육, 가족/인간관계, 1~2인 사례발표)

5주           셋째-”시간관리“(직업,취미활동과레저, 1~2인사례발표), *캠퍼스 투어 13:00 

6주           넷째-”건강“ (중년의성, 주거/귀농귀촌,  1~2인 사례발표)

7주  향후 유망한 직업 및 앙코르 커리어 해외사례 소개

8주  내 꿈을 찾아서, 힐링투어, 윤동주 문학관 탐방(10:00 ~ 18:00)

9주  사회적경제 이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2~3인 사례 발표)

10주  인생 이모작 성공사례 발표 (성공사례 3인 발표) 

11주  정부지원정책과 현장 방문(서울시 정책, 인생이모작지원센터등 방문)

12주  내 꿈을 찾아서! 나의 일 찾기, 미션/비전/사업계획 수립, 1~2인 사례 발표

13주  “액티브시니어” 은퇴 planner되기 : 스타강사가 되려면? (2인 사례발표)

14주  인문학 특강 : Well-Dying.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15주  “골든에이징으로 제 2의 인생을!”,  “나의 미션 / 비전” 발표 및 종강

모집대상 - 인생이모작을 역동적으로 설계하고 싶은 퇴직예정자/퇴직자, 일반인

- 은퇴플래너, 시니어 강사등 시니어관련 비즈니스를 계획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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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수료 후 Active Senior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지속적인 지원활동

(차기 과정 주요 행사, 특강 및 외부 세미나 우선 초대)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 1일 3시간 / 목 14:00~18:00

              (자율학습 14:00, 본 강의 15:00)

+ 수 강 료 : 3000,000원(학기), 워커숍 비용 별도

+ 모집정원 : 35명

+ 강    사 : 김경철 /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사례발표는 액티브시니어연구원 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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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교과서와 논술을 하나로!!

학교공부 따로, 논술공부 따로는 이제 그만! 학교 교과목 공부의 마무리는 교과서논술로! 

전면적인 초등 중등 교과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가 논술형으로 바뀜에 따라 스토리텔링/서술형/논술형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단순 서술형의 문제에 따른 교과서 연습만으로는 초등학교 교

육과정의 개편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목표인 창의적 문제해결 인재를 키

우기 위한 교육은 ʻ교과논술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강사들은 이제 모든 교과목을 논술을 기반으로 한 ʻ교과논술ʼ 수업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

른 ʻ교과논술 교수법ʼ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다시 말해, 초등, 중등학교 관련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교과

서 공부를 논술로, 논술공부를 교과서로 하는 교과논술 교수법을 심도 있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습득해야만 한

다.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ʻ교과논술 실전 교수법ʼ을 구체적으로 제공하

고자 한다. 이를 습득한 교강사들은 교과논술 지도에 관한 한 최고 실력을 갖춘 선생님으로 거듭날 것이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초중등 스토리텔링, 서술형, 논술형 특징과 지도법 소개 

교과 논술문제 분석하는 8가지 법칙

각 교과목 교과서 보는 법

2주

교과 논술 논지 만드는 법

교과 논술 문제 유형별 보는 법 

글 읽는 법(내용 독해, 구조적 독해) 외 

교과 지문 요약하는 다양한 방법

3주

교과 논술에서 다양한 읽기 자료 분석하는 법(그림, 도표, 통계, 시, 소설 등)

이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법 외

한 단락 안 구성법, 전체 문단 구성법

개요 짜기 2가지 방법 

4주

서론 쓰기 8가지 방법 

본론쓰기 방법, 결론쓰기 방법 

퇴고 하는 법 외

통합 교과 논술- 비교분석이란 어떻게 하는가? (두 자료의 경우, 세 자료의 경우, 네 자료이상의 경우)

5주
교과 논술 논증구조 연습

논쟁, 비판하는 방법 외

6주 교과 논술 문제 원인 대책(문제 해결형) 외 

7주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에 교과논술 적용하는 법 

교과 논술에서 수리 논증하는 법

교과 논술에서 수리 계산 문제 외

8주

교과 논술 문제에서 이론 사례 적용하는 방법

교과 논술을 위한 대립 구도를 통한 사고 확장 연습 

교과 논술 첨삭지도의 모든 것

교과논술 상담방법

교관 논술 평가방법 외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8주 특강인 관계로 생략합니다. 교수 재량으로 대체 합니다. 

- 교육 내용은 상황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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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논술방법론을 각자 자신의 교과목에 접목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교사, 

초등 중등 학원장 및 강사, 초중등 공부방 창업 희망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둔 열정적인 학부모 등 

초중등교과논술에 관하여 수준 높은 고급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

+ 수업시간 : 금 11:00~14:30 

+ 장소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라이시움 

         (고려대1번 출구)

+ 수업료 : 4주 과정 30만원, 8주 과정 60만원 

+ 납부방법 : 하나은행 391-910004-61804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 문의 : 010-6205-7355

 



노래지도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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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노래교실 운영에 필요한 화성학, 기악, 발성, 화법을 익혀 리더십 강화 및 스킬을 보강하고, 

mc기법, 유머, 스피치,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웃음운동, 펀리더십, 실용댄스 등 지도자들이 최고의 노래강사

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자기소개 , 오리엔테이션  

2주 지도자의 역할 

3주 음악 기초 이론

4주 곡의 구성,  구령의 중요성

5주 디스코 ,트로트, 발라드, 왈츠 ,고고

6주 음정과 박자 익히기

7주 리듬에 따른 노래테크닉

8주 유머감각을 익힌 노래감각법

9주 발성법, 호흡법

10주 율동 노래지도 하는 방법

11주 실전 곡 익히기

12주 무대화법

13주 음향 기기조작 및 마이크사용법 & 노래실전지도

14주 문화원,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 견학

15주 총정리,  개별 지도법 발표

모집대상 노래강사, 노래지도희망자, 주부, 가수희망자 일반인

교    재 이현주, 행운과 웃음이 함께하는 이현주 교수의 힐링노래교실, 박해성악보

특이사항 개인별 상담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 2일 6시간 / 토 14:00~20:00 

+ 수 강 료 : 1,000,000원(한 학기) 

             (현장녹음실습비, 특강비, 교재비 포함)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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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미래의 복지 사회에 대비하여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와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와 경영관련 제

반 이론 및 실무능력을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추어 복지기관 및 시설의 최고경영자로서 복지사회 구현에 기

여할 전문적이고 유능한 사회복지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나로부터 시작되는 마음 열기

2주 기관의 이해

3주 사회복지 평가대비의 이해 및 교육 실천법 1

4주 나로부터 실천하는 감성대화법

5주 사회복지 평가대비의 이해 및 교육 실천법2

6주 셀프리더십을 배경으로 한 조직의 이해

7주 사회복지 기관의 경영 활성화

8주 팀원을 하나로 이끄는 기술의 이해

9주 자원개발의 최대 전략방안 모색

10주 기관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법의 이해 및 실천

11주 불만고객의 관리 및 응대법의 이해와 실천

12주 내가 행복해야 기관이 행복하다

13주 수급자 성희롱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14주 유형별 동기부여 및 효과 증진 전략

15주 가치엽서 프로젝트

모집대상 복지 경영에 관심있는 지역 경제인, 중간관리자, 복지 및 종교인 특강 강사,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 및 시설장,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교육기간 : 한 학기(8주)

+ 수업시간 : 주 2일 2시간 / 화,목 19:00 ~ 21:00  

+ 수 강 료 : 80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35명

+ 강    사 : 강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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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중소기업기업에 있어 자금조달은 성공 열쇠입니다. 본 과정은 중소기업 자금조달컨설팅부문 투자유치 과정으로 

투자기관 및 주체에 따른 투자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이해, 유형 및 분석으로 스타트업으로부터 기술개발, 

성장과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자금조달방법과 전략을 위한 실용적 학습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학습효과 : 자체 자금조달, 사내 자금조달을 위한 컨설팅, 지속적인 자금조달 전문 학습을 통한 취업&창업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투자유치 자금조달 개요 및 유형

2주 성공적인 투자유치 조달 전략- 자금조달 무엇이 문제인가?

3주 투자유치전략- 엔젤투자- 매칭 펀드

4주 투자유치전략- 전문엔젤투자 매칭 펀드

5주 투자유치전략- 벤처캐피탈 투지유치전략

6주 투지유치전략-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7주 투자유치전략-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

8주 투자유치전략- 신용관리

9주 중소기업지원정책

10주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전략

11주 투자유치 개별 과제발표

12주 토론 및 비전, 수료식

모집대상 중소기업, CEO, CFO, 경영지원팀원, 예비창업자, 컨설턴트, 전문직 종사자, 취업준비중인 일반인

교    재 천형성, 자금조달-투자유치-, 한국정책자금신문

특이사항 총장명의 수료증(2/3이상 수강조건), 수업 중 자금조달 자문 및 지도, 수료생동문회 커뮤니티활동 

자금조달은 창업 또는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기업에게 자금은 성공의 핵심 키입
니다. 기업에게 자금조달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전문 영역입니다. 기본을 바로 알고 다양한 정보와 이
해 활용방법과 전략, 경영컨설팅 스킬을 연마해야 하는 고급 지식분야 업무입니다. 
자금조달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로 훈련된 사람은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든 가치발현을 할 수 있어 어디서이든 전문인으로 존중 받는 것
은 충분한 보수를 받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시대, 창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갈수록 확대 발전되어 갈 
것이고 기업마다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금
조달 전문가를 위한 공부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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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6주 (2015.3.6~4.10)

+ 수업시간 : 매주(금) 오후4:00~6:20

+ 수 강 료 : 98만원(특강비, 교재비포함)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천형성 / 서강대학교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과정 주임교수

한국정책자금신문 발행인

법무법인 재유 고문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건국대학교 경영공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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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중소기업기업에 있어 자금조달은 성공 열쇠입니다. 본 과정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컨설팅부문 정책자금 과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기관

별 정보와 이해, 유형 및 분석으로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실용적 학습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학습효과 : 자체 자금조달, 사내 자금조달을 위한 컨설팅, 지속적인 자금조달 전문 학습을 통한 취업&창업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정책자금조달 개요- 자금조달 유형

2주 성공적인 자금조달 전략- 자금조달 무엇이 문제인가?

3주 정책자금조달 전략- 기술신보

4주 정책자금조달 전략- 지역신용보증재단

5주 정책자금조달 전략- 신용보증기금

6주 정책자금조달 전략- 신용관리

7주 정책자금조달 전략- R&D자금

8주 정책자금조달 전략- 중소기업진흥공단

9주 정책자금조달 전략- 중소기업지원정책

10주 자금지원신청 전략-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11주 자금조달 개별 과제발표

12주 토론 및 비전, 수료식

모집대상 중소기업, CEO, CFO, 경영지원팀원, 예비창업자, 컨설턴트, 전문직 종사자, 취업준비중인 일반인

교    재 천형성, 자금조달-정책자금-, 한국정책자금신문

특이사항 총장명의 수료증(2/3이상 수강조건), 수업 중 자금조달 자문 및 지도, 수료생동문회 커뮤니티활동 

자금조달은 창업 또는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기업에게 자금은 성공의 핵심 키입
니다. 기업에게 자금조달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전문 영역입니다. 기본을 바로 알고 다양한 정보와 이
해 활용방법과 전략, 경영컨설팅 스킬을 연마해야 하는 고급 지식분야 업무입니다. 
자금조달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로 훈련된 사람은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든 가치발현을 할 수 있어 어디서이든 전문인으로 존중 받는 것
은 충분한 보수를 받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시대, 창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갈수록 확대 발전되어 갈 
것이고 기업마다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금
조달 전문가를 위한 공부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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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6주 (2015.3.4~4.8)

+ 수업시간 : 매주(목) 오후4:00~6:20

+ 수 강 료 : 98만원(특강비, 교재비포함)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천형성 / 서강대학교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과정 주임교수

한국정책자금신문 발행인

법무법인 재유 고문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건국대학교 경영공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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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다양한 영어교수법은 있지만, 영어학습코칭법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과정은 없다. 본 과정은 자기주도학습이론과 

영어학습코칭법을 바탕으로 영어공부를 하는 모든 학습자(초등~성인)대상으로 영어를 지도하는  학원, 과외, 공

부방, 교습소 등 영어교육전문가들에게 자기주도학습, 영어교수법이론과 실제, 영어의 학습영역(어휘, 독해, 독서

/독해, 영작, 듣기, 말하기, 문법)을 제대로 코칭하고 나아가 나만의 영어수업교재 제작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명

품 영어학습코칭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자기주도학습법(Self-Directed Learning)

-자기주도학습의 이해

2주
영어교수법(Teaching Method)이론

-영어교수법 이론 습득

3주
영어교수법(Teaching Method)실제

-영어교수법 실제(다양한 예시)

4주
영어학습코칭-어휘편

-개인별.수준별.유형별 어휘코칭법

5주
영어학습코칭-독서(독해)편

-개인별,수준별,유형별 독서코칭법

6주
영어학습코칭-영작편(서술평, 논술평평가)

-개인별,수준별,유형별 영작법완벽습득

7주
영어학습코칭-듣기편

-개인별,수준별,유형별 듣기코칭법

8주
영어수업교재 제작스킬

-나만의 영어교재 제작법 습득

모집대상 학원원장 및 강사, 영어교육기업강사, 영어과외교사, 영어교습소 원장 및 기타 영어교육전문가

특이사항 - 고려대학교 총장 수료증과 평생교육원 원장명의 수료증 수여(영어학습코칭전문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이용가능
- 수료 후 클럽결성 및 교수진 학습코칭상담 
- 영어학습코칭포럼(영어콘서트) 무료참석

교    재 도서 : 이재연, 영어코칭, 영어어휘학습코칭, 명성출판사, 2012

교안 : 서동희, 수업교재제작법, 영어교수법, 자체제작

프로그램 문의 민철홍(010-4433-6040)

+ 교육기간 : (1기) 2015.3.12.~2015.4.3.(4주)

+ 수업시간 : 주 2일 3시간/목, 금 10:00~13:00

+ 수 강 료 : 50만원

+ 모집정원 : 30명(접수순 마감)

+ 강    사 : 김형엽교수 교수진(이재연, 서동희교수)

              -(現)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現)한국음운론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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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21세기 한국 사회는 짧은 기간 동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자살률과 태아 낙태율이 최상위권에 속하고 재난과 사고로 인한 대량사망 사고가 빈발하는 등, 생명

경시 및 준비되지 않은 죽음의 문제와 그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실-비

탄-애도프로그램 전문가과정(싸나톨로지스트)”은 일반인들에게 만연한 ‘현대인의 부정적 죽음관’을 바로잡고, 

사별로 인한 상실과 비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우며, 이를 바탕으로 ‘남은 이들이 올바른 애도를 할 수 있

도록 돕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Part 1. 오리엔테이션

2주 Part 2. 죽어감과 죽음

3주 Part 3. 상실, 비탄, 애도

4주 Part 4. 생애주기와 죽어감, 죽음

5주 Part 5. 유년기/청소년기의 죽어감, 죽음

6주 Part 6. 청년기/중년기의 죽어감, 죽음

7주 Part 7. 노년기의 죽어감, 죽음

8주 Part 8. 자살로 인한 죽음과 상담 (1)

9주 Part 9. 자살로 인한 죽음과 상담 (2)

10주 Part 10. 재해로 인한 죽음과 상담

11주 Part 11. 의료윤리와 임종의사결정 (1)

12주 Part 12. 의료윤리와 임종의사결정 (2)

13주 Part 13. 죽음교육(1) - 이론편

14주 Part 14. 죽음교육(2) - 체험편

15주 Part 15. 종합정리 및 마무리

모집대상 죽음으로 인한 상실·비탄·애도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교    재 주교재 : 전세일, 김근하, 임병식, 품위 있는 마무리, 가리온, 2014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화 19:00~22:00 

+ 수 강 료 : 300,000원(한 학기)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안용모(의사, Thanatologist)



서예문인화 최고 과정

106  Korea University

교육목표

우리나라 서예계의 새로운 흐름을 리드하고 변화와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예가를 양성하는 것이 

본 과정의 목표입니다. 서예가로서 서예계를 움직일 수 있는 폭넓은 전문지식과 자격을 제공하여 서예계를 이

끌어갈 수 있는 힘을 드립니다.

강의내용

강 의 내 용

서예의 변천

• 문자의발생과서예

• 한･중 서예문화의 변천

• 서체의형성과역대서예가

• 근･현대 서풍의 조명

• 비와 첩의 유래

운필과 임서

• 갑골문, 종정문, 소전의 운필과 실습

• 착시와 응용 실습

• 한문. 한글 서체의 운필과 실습

• 전각과 서각의 기법과 실습

• 문인화 및 현대 서예기법과 실습

교양

• 글로벌 시대의 생활 에티켓

• 현대인의 정신건강

• 현대사회의 전통문화 역할

•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및 법률의 이해

세미나 • 특별초빙강좌 / 해외연수

※ 교육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 서예가(초대작가) 및 학원장, 서예문화 지도급 인사, 학원창업준비자,

서예관련 종사자 또는 문화센타 강사, 서예지도사 자격 준비자

전형방법 원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서류심사 → 합격여부개별통보

＊우편접수 : 서울 성북구 안암로 5가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학사지원부(201호)

＊문의 : 02) 3290-1463 팩스 02) 3290-1469

특이사항 고려대학교 총장 수료증과 평생교육원 원장의 수료패 수여, 서예지도사 자격 응시

수료생 기별결성 및 교수진의 교육경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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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1년과정 (15주×2학기)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금 19:00~21:50 (야간)

+ 수 강 료 : 1,500,000원(한학기)

+ 모집정원 : 15명

+ 강    사 : 김성곤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예문인

화 최고과정 대표강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표창)/세계서법

문화예술대전(대통령상) 수상, 고

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예문인화

최고위과정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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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사회적 책임의식 및 사명감 고취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명강사를 육성

▶전문강사들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긍정적 동기부여 및 성장의 자리를 마련

▶현재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예정인 강사들의 실전 강의역량 대폭 업그레이드 (코칭+팀별 발표+발표대회)

▶명강사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준비 기회를 제공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입학식 (VIP격려사, 과정소개, 자기소개)

2주 필이 꽂히게 전달하라 (대한민국 명강사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의 핵심 강의기법) 

3주 멀티 스타명강사의 비주얼 슬라이드 작성 및 동영상 편집

4주 (금~토) 워크숍 (1박2일) 및 명강의 코칭 (1차)

5주
[특강]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강사 (평생교육진흥원장)

명강사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 (주부에서 강사로의 생생한 변신 경험담)

6주 MBA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명강사의 기획력 (공무원교육원 최우수강사의 특별한 기획력)

7주 스마트 폰을 활용한 PR 콘텐츠 직접 만들기 (스마트 폰 PR의 대가)

8주
[특강] 명강사의 사명감과 사회적 책임 (강무섭 한국평생강사연합회 회장)

명강사의 자기계발 전략 (75세의 억대연봉 스타강사가 전하는 자기계발)

9주 명강의 코칭 (2차, 분반)

10주
어떤 강사가 흥하고, 어떤 강사가 망할까 (현직 교육팀장이 전하는 메시지) 

유명강사 9인의 강점 따라 잡기 (5천번의 강의목표 중 2,800회 강연의 숨은 비밀)

11주
[특강] HRD전문가로서의 강사 (고려대 평생교육원장)

대기업을 뚫고 들어가는 비법 (전 삼성연수원장이 전하는 특별한 비법)

12주 교육을 놀이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감학습 비법 (명강사가 전하는 25년 강의 노하우)

13주 명강의 코칭 (3차, 분반)

14주 명강의 경연 대축제 (평가)

15주 수료식 (VIP격려사, 우수자 표창, 수료생 스피치)

모집대상 명강사를 꿈꾸는 모든 사람 (현재 활동중인 강사, 활동예정인 강사, 인생2막을 꿈꾸는 사람, 사내강사, 

교육담당자 등)

특이사항 이론 + 실습 + 팀별 연습 + 콘테스트 + 코칭 (1;1심층) + 전체 발표대회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 월 19:00 ~ 22:00

+ 수 강 료 : 150만원 (2기부터 200만원)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서필환, 신동국, 강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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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본 과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우주촌 시대에 각 분야의 최고지도자로서 세계경제, 경영의 흐름을 알고, 차별화된 

명품리더십과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 1등경영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주촌명품리더

십개발, 세계경제흐름, 공동우승리더십개발, 칭찬비법, 행복경영, 인간경영, 스트레스관리, 대중스피치, 자신감, 

심층대화상담, 1등 경영비법, 열정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탁월한 지도자, 경영자, 강사로 

세운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 개강식-VIP축사. 과정소개, 자기소개/우주촌 명품리더십개발 고정관념깨기- 주임교수 김기현박사특강

2주
세계경제의흐름과 성공경영(이영권박사-kbs1TV 5000만의 아이디어 심사위원장)/초일류리더로 

변화와조직변화-김기현

3주 심층대화법과 상담비법/ 혁신적인 비전과 목표개발( 토요일 관악산, 남산타워)-교수진 

4주 성공하는 인간경영 미인대칭개발- 김기현박사/ 행복경영심리학 특강(김종남 교수)

5주
자신감스피치-김기현박사-성격유형에 따른 조직원지도 및 관리방안-박호근박사(서울시 의원, 

교육위원, 한체대 교수)

6주
자신감,성취이력서 발표-김기현박사/300불로 이룬 남문기의 아메리칸 드림(뉴스타그룹.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

7주 열정인생, 파워인생 스피치/스트레스관리와 96%해결법- 김기현박사

8주 성공하는 인간경영 실천발표-진행교수, 교수진/ 박병종고흥군수특강(목금,1박2일 우주센터방문)

9주 즉석스피치와 자심감 훈련/ 용기개발과 잠재력 개발- 김기현박사

10주 탁월한 칭찬경영비법- 김기현박사/ 글로벌시대 영어정복과 시원스쿨성공이야기- 이시원대표

11주 공동우승리더십개발.시간혁명,인생혁명- 김기현박사/ 최창환회장의 성공스토리(장수돌침대)

12주 문제해결회의법/ 영향력 있는 리더 김기현박사

13주 사명선언문과 미래이력서/ 감동을 주는 연설실제 김기현박사

14주
변화와 성과를 내는 전국1등경영(정용선 치안감, 경찰청수사국장, 전대전경찰청장, 충남경찰청장)

/탁월한 연사 소개법- 김기현박사

15주 수료식-VIP축사. 수료생의 성취발표와 미래비전 스피치-. 우수자, 공로자 시상-교수진

모집대상 경영자, 임원, 단체장, 교수, 강사, 정치인, 관리자, 사회지도자

교    재 김기현, 박호근, 우주촌명품리더십, 도서출판 미인대칭, 2015

김기현, 성공한 사람들의 인간경영리더십, 불소리, 2001

특이사항 1박2일 고흥 우주센터 방문 및 특강. 관악산과 남산타워 비전선포식(토요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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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3시간 30분 / 목 18:30~22:00

+ 수 강 료 : 2,000,000원

+ 모집정원 : 30명 내외

+ 강    사 : 이영권(명예주임교수), 김기현(주임교수), 

김종남(부주임교수), 남문기, 최창환, 

박호근, 정용선, 박병종, 이시원 



2015학년도 제1학기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및 무료공개강좌

[방과 후 학교]

초등학생 학력신장 프로그램

[무료공개강좌]

김언종 교수의 유학경전(시경)

바른자세 몸살림 운동

신창호 교수의 동양고전특강

대학행정의 달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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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본 과정은 고려대학교와 성북구청과의 학·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와 

방학 중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 성격의 프로그램으로서, 수강인원 총원 10%이내를 관내 저소득층 자녀로 구성

하여 무상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가 축적하고 있는 폭넓은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토대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선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공교육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기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담당하고

자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독서토론논술교실 영어교실 창의력교실

재미있는 책읽기와 쓰기 English songs

and movie

※ 수준별 반 구성

생각하는 수학교실

※ 학년별 반 구성

원리가 쏙쏙 과학교실

※ 학년별 반 구성

생각 넓고 깊게 하기

독서 토론과 글쓰기

※ 교육일정에 따라 반구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안내

• 모집대상 : 성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 모집인원 : 각 반별 15명

• 교육일정 : 연 4회 (1학기/여름방학/2학기/겨울방학)

• 접수기간 및 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 개강 3~4주 전 공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 장    소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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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시경』은 중국 최초의 시가집입니다.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그러니까 서주 초부터 동

주중엽까지, 약 500여 년 사이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진솔한 삶과 희로애락의 정서를 담고 있

습니다. 수록한 시는 모두 305편입니다. 이 시가집은 처음에는 ‘시(詩)’ 혹은 ‘시삼백(詩三百)’으로 불

리다가, 한나라 때 정식으로 경전(經典)으로 채택되면서 『시경』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 명칭이 오

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경』의 역사성과 문학성은 『구약성서』중의 「아가(雅歌)」와 흡

사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전이라는 지위를 통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았으며, 동양 문학에 깊

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역 사 공자(孔子)가 『시경』을 주요 텍스트 중의 하나로 삼아 제자를 교육하기 시작한 이래, 내용에 아무런 

삿됨이 없는[사무사(思無邪)] 『시경』은, 읽는 이들의 흥미를 일깨워주고, 지식을 풍부하게 해줌으로써 

보다 차원 높은 학문 풍토와 격조 높은 외교화법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가(儒家)사상이 정치관념으로 교조화되면서, 정치상 혹은 도덕상의 목적을 덧씌워 『시경』을 바라

보는, 단일한 『시경』 해석만이 강요되었습니다. 이천여 년 간의 편협한 이해는, 현대에 이르러 비로

소 시정되어, 이제는 『시경』의 본 의미를 그대로 이해할 수 되었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그 가치를 발

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용 모든 고전이 그렇듯 『시경』의 시들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합니다. 읽다보면 지금의 세상이 아무리 변

화하고 발달했다 할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삶을 대하는 정서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

다. 온갖 인간군상의 행태와 감정의 원형들이 『시경』속에 다 구비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야기, 사람과 사람이 빚어낸 이야기들이, 혹은 민요로, 혹은 서정시로, 혹은 풍자시로 다양하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 식 『시경』은 크게 「풍(風)」,「아(雅)」,「송(頌)」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풍」은 주로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제후국들의 노래를, 「아」는 궁정(宮廷)의 노래나 귀족계층의 노래를, 그리고 

「송」은 조상에 대한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각 시편들은 모두 그 지역적 특색을 살린 음악, 또는 

제사나 향연 등의 용도에 맞는 가락으로 연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오늘날에는 그 멜로디를 알 수가 없습니다.

표 현

방 식

『시경』의 시들은 부(賦)·비(比)·흥(興)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

는 방식을, 비는 비유하는 방식을, 흥은 연상시키거나 환기시키는 표현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수

사법은 오늘의 문학작품에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3월 첫째 주 수요일 개강

+ 수업시간 : 주1일 2시간 / 수 19:00~20:50

+ 수 강 료 : 무료

+ 모집정원 : 00명

+ 강    사 : 김언종 / 고려대 문과대학 한문학과 교수



바른자세 몸살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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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척추는 생명의 근원, “바른자세 몸살림 운동”으로 척추를 바로 세워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합시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생활하면서 취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허리가 만

곡을 이루며 서 있고 가슴이 펴져 있느냐에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면 온몸의 기관이 활기를 

찾게 되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큰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몸살림 운동

의 믿음입니다.

강의내용

강 의 내 용

몸살림 운동의 개요

몸살림 운동 팔법1,2

몸살림 팔법 3,4

몸살림 팔법 5,6

몸살림 팔법 7,8

몸살림 팔법 실습 (경추)

몸살림 팔법 실습 (어깨)

몸살림 팔법 실습 (주관절, 손목, 손가락)

몸살림 팔법 실습 (고관절)

몸살림 팔법 실습 (천장관절)

몸살림 팔법 실습 (무릎)

몸살림 팔법 실습 (발목, 발가락)

몸살림 팔법 실습과 인체 각 부위의 신경 다스리는 독맥 실습

몸살림 팔법과 내몸 바로잡기 총 복습과 실습

몸살림 운동 총 복습

모집대상 일반 성인

특이사항 접수기간 내 선착순 마감 (※미리 접수 받지 않습니다).

+ 교육기간 : 한 학기(12주)

+ 수업시간 : 주1일 2시간 / 수 18:30~20:10

+ 수 강 료 : 무료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이향애 / 의학박사, 정형외과․가정의학과 

전문의(이향애정형외과원장)



신창호 교수의 동양고전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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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본 특강은 동양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논의하는 무료 공개 강의입니다. 민주 시민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양을 동양 고전에서 찾아보려는 조그마한 시도입니다. 동양의 고전에는 유학(儒學)과 도가(道家), 

불교(佛敎)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다루는 수많은 저작들이 있습니다. 

본 강좌는 대학(大學)을 읽으면서, 동양의 전통적인 자기 성찰의 의미와 타자와의 관계, 리더십 등을 음미해 

보려는 것입니다. 대학은 옛날부터 어른의 학문, 제왕학(帝王學) 등으로 불리며, 유학의 기본 경전 역할을 해 

왔습니다. 왕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경연(經筵)에서도 많이 쓰였던 경전이기도 합니다. 교육적으로 보

면, 성인(成人)을 위한, 성인의 학문이지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근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본 강좌를 통해 

현대 시민 사회에서는 어떤 삶의 자세가 요청되는지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기를 기대 합니다.  

강의내용

강 의 내 용

1. 개요

 - 대학에 대하여

2. 대학 강독 

 1) 삼강령(三綱領)

   - 명명덕(明明德)

   - 신민(新民)

   - 지어지선(止於至善)

 2) 팔조목(八條目)

   - 격물(格物)  치지(致知)

   - 성의(誠意)

   - 정심(正心)

   - 수신(修身)

   - 제가(齊家)

   -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

3. 대학의 전통과 현대 

모집대상 일반 성인

특이사항 교재는 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 수강료는 무료이나 인문학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기금 1만원 

기부 희망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내외)

+ 수업시간 : 주1일 2시간 / 화 19:00~20:50

+ 수 강 료 : 무료, 교재비 별도

+ 모집정원 : 100명

+ 강    사 : 신창호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학행정의 달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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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이 과정은 대학 행정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행정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를 위해 행정 분야별 이론적 지식 습득보다는 대학 현장의 다양한 실전 사례를 통해 대학행정을 총체적으

로 인식하고 행정에 대한 미세감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 과정을 통해 대학행정인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가  

ʻ대학행정의 달인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1주(3월 2일) 대학행정과 행정인의 정체성

2주(3월 9일) 실천적 대학행정 혁신

3주(3월 16일) 대학의 이해 및 행정 문제 인식

4주(3월 23일) 대학 행정조직의 이해

5주(3월 30일) 대학 조직 및 구성원의 의사결정방법

6주(4월 6일) 문서와 규범의 행정적 활용

7주(4월 13일) 대학행정과 정보기술

8주(4월 20일) 교직원 인적자원 역량강화 및 관리

9주(4월 27일) 대학의 위험관리

10주(5월 11일) 대학 교육조직의 이해

11주(5월 18일)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학사행정

12주(6월 1일) 대학의 R&D정책 및 관리

13주(6월 8일) 대학의 정책 및 사회적 소통

14주(6월 15일) 동사형 실천전략 구상하기

15주(6월 22일) 행정의 달인 되기 종합토론

☞ 주제별 토론 외 매주 반복과정 : 정체성 탐색「대학행정(인)은 이것이다」, 실천전략구상「이렇게 바꿔봅시다」

모집대상 대학 행정 직원 및 관계자

교    재 주교재 : 유신열, 캠퍼스편지, 한국학술정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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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요 관료조직은 각 분야별로 역량을 고도화하고 위계적 행정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은 그 조직의 분업화된 틀 안에서 세분화하고 전문화됩니다. 이처럼 위계적 관료제가 강화

될수록 일이 행정적 틀 내에서 억지로 분업화되어 일의 본질에서 멀어질 가능성 또한 커집니다. 하

지만 일은 행정적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직 내의 

어느 일이든 그 하나를 깊이 따라 들어가 보면 조직의 근본에 이르게 되고 전체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에 집착하면 그 일을 온전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하

는 일이 전체 조직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학행정은 대체로 위계적 관료조직의 성격이 강하고, 대학행정인은 이 조직 내에서 한 역할을 담당

하는 구성원으로서 일과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을 통찰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서는 내 앞의 일을 대할 때 ‘사물의 이치를 궁극에까지 이르러 나의 지식을 극진하게 이른다.’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을 앞에 놓고서 그 일이 조직의 궁극적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나의 이해력을 극진하게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이러한 격물치지의 자세로 임하는 대학행정의 달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행정 분야별 이론적 지식습득이 아니라 행정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본능적이고 실전적인 행정 감각

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강사는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수강자와 함께 행

정의 달인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동반자 내지는 안내자가 되고자 합니다.

주별 과정 상세 내용
□ 1주차 : 대학행정과 행정인의 정체성

   ∙ 대학 행정인의 자기 계발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학의 전체적인 조직 구조와 그 속의 대학행정인에 대한 정체성

에 대해 생각을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 강사가 쓴 책(캠퍼스 편지)을 중심으로 강사 자신의 소개 및 자기계발 사례를 먼저 소개하고, 대학 내부에서의 

행정토론회 운영 경험, 그리고 앞선 다른 대학 행정인의 고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2주차 : 실천적 대학행정 혁신

   ∙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대학 행정 실천 전략 방안을 구상하는 과정입니다.
   ∙ 입학, 연구, 교무, 수업 등에서 강사가 직접 기획실천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주제로 상호 토론을 통

해 수강생 스스로가 ‘동사형’ 실천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 3주차 : 대학의 이해 및 행정 문제 인식

   ∙ 대학 행정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대학의 역사와 우리 대학 행정의 전반적인 행정 문제점을 짚어보는 과정입

니다.
   ∙ 대학행정에 대한 수강생의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 정도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수강생의 발표와 토론 중심으

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향후 강의의 방향을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수강생별 역량 강화 목표를 설정하

고자 합니다. 

□ 4주차 : 대학행정조직의 이해

   ∙ 대학조직을 조직생명체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 관료적 위계조직, 교육조직과 행정조직의 관점에서 본 대학조직, 본부와 단과대학의 관계, 대학의 입법·사

법·행정 및 교육권 등과 같이 실전 사례를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조직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 또한 산학협력단과 같은 특정한 조직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 5주차 : 대학 조직 및 구성원의 의사결정방법

   ∙ 대학 조직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을 구체적이고 실전적으로 분석하여, 조직 내에서의 소통의 문제, 전문화의 오류, 

부서이기주의를 진단하고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 대학 행정 사례(예: 행사 업무 진행과정)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속에서 미묘하지

만 중요한 소통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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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차 : 문서와 규범의 행정적 활용

   ∙ 규범과 문서가 활용되는 실제적인 모습을 자세히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 조직은 ‘규범’으로 조직화되고, ‘문서’로서 행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막연히 조직 규범의 권위에 눌

리고, 관행적인 문서행정만을 따라 하게 되는 실제적인 사례를 고찰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규범과 문서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 7주차 : 대학행정과 정보기술

   ∙ 정보기술(IT)에 의한 행정정보화 과정과 이에 따른 대학 행정의 역할, 행정 구조의 변화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 

대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 정보기술(IT)은 행정정보화 또는 전산화만이 아니라 행정의 조직 및 인력 구조, 의사결정의 방법 등 대학행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과 정보기술의 조화, 그리고 정

보기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 新행정인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8주차 : 교직원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및 관리

   ∙ 대학행정직원과 교원의 인사관리 및 개발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 대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 행정직원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사관리의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대학 행정 및 구성원 개인의 역량강

화를 위한 최적의 인사시스템을 모색해보고, 행정구조의 문제, 노사문제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 교원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대학 교원의 소속, 평가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인사와 

관련된 대학의 교육조직 구조, 강사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 9주차 : 대학의 위험관리

   ∙ 대학 사회를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위계적 관료조직, 정보시스템, 재난대응시스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

보고, 대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 조직의 합리화과정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유형의 ‘위험(risk)’이 도리어 조직과 구성원들을 위협할 수 있

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 대학행정의 영역별 또는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근대성의 합리성 추구 이면에 숨겨진 

위험요소들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인식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위험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장

기적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을 찾아볼 것입니다.

□ 10주차 : 대학 교육조직의 이해

● 대학의 교육조직을 조망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조직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 대학 교육조직의 이해를 위해 각 대학의 교육조직을 대학교육의 현실과 비교 검토해보고,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

입니다. 특히 학부제 및 자유전공학부 사례 등을 통해 대학의 모집단위, 학과, 교원의 소속 등 교육 

기본 조직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볼 것입니다.

□ 11주차 :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학사행정

   ∙ 대학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행정적인 정책 대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편성 방법, 교육과정관리시스템 구축, 융합교육조직의 운영의 한계와 전망, 교육실명

제 등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적인 관점에서 교육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 12주차 : 대학의 R&D정책 및 관리

   ∙ 대학 대내외의 R&D정책 및 대학의 연구행정에 대한 이해와 응용 과정입니다.
   ∙ 대학의 연구역량강화 정책, 연구관리 행정조직, 산학협력단 조직 등 사례 중심의 대학의 R&D정책 및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찾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 정부의 대학 R&D지원사업(WCU, 교육역량강화사업, ACE, BK21 등)과 산학협력중점교수, HK교수, 학연교수 등

의 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 13주차 : 대학의 정책 및 사회적 소통

   ∙ 대학행정의 관점에서 대학정책을 분석하여 이해하고, 대학의 정책이 고등학교, 기업, 정부 등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상생의 방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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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의 표현 방법, 군에서의 학점이수 문제, 삼성의 총장추천제, 대학 간 공동학

위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대학정책의 합리적인 사회적 소통방법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 정부의 대학정책, 대학 내부의 정책, 대학과 정부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여 대학행정인의 

역할을 모색할 것입니다.

□ 14주차 : 동사형 실천전략 구상하기

   ∙ 각 수강생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동사형’ 실천전략을 구상해보는 과정입니다.

   ∙ 각 전략의 발표와 토론, 평가를 통해 상호 보완하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15주차 : 행정의 달인 되기 종합토론

   ∙ 대학 행정인을 중심으로 두고 이 과정을 종합 정리하는 토론시간입니다. 
   ∙ 토론을 통해 대학 행정인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재정립하고, 행정의 달인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고 미래의 비

전을 논의할 것입니다.

+ 교육기간 : 한 학기(15주)

+ 수업시간 : 주1일 2시간 / 월 19:00~21:00

+ 수 강 료 : 무료

+ 모집정원 : 30명

+ 강    사 : 유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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