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학기(09~12월)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2017년 가을학기(2학기)

한 눈에 알아보는 요일별 프로그램
구분

시간대

월

화

수

목

금

토

전문/교양

회화

부동산경매투자비법[기본]

문예창작
경매실전투자
역사트레킹

한국문화유산탐구
부동산최고위전문가과정

문화유적답사
인상학(관상학)
논어집주

심리상담사1급
심리상담사2급
인성예절지도사3급

자격증

심리상담사1급(월,목)
창의영재수학지도사/
초등수학지도사/
보드게임지도사[통합]
색채심리지도사

오
전

동화구연&손유희지도자
한방꽃차소믈리에
아동미술심리지도사Ⅰ(화,금)
심리상담사2급(화,목)

등록기간
신청 및 등록

2017. 8. 7 (월) ~ 8. 25 (금)

화훼장식기능사
어린이영어지도사(수,금)

아동미술심리지도사Ⅰ(화,금)
어린이영어지도사(수,금)
노인건강운동지도사

강

문 의 처 ·전화 : 031) 219-1564, 1565, 1558, 3583 / FAX : 031) 219-1566

·계좌이체 :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632-15-000986 / 아주대평생교육

특

·홈페이지 : http://cll.ajou.ac.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ajou100

전 ·아주대학교 도서관 이용(신청자에 한해 해당학기 열람실 이용 및 도서대출가능)
·수강시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동문으로 등록(수강료 감면 및 장학 등 각종혜택제공)
·아주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발급(출석률 80%이상)

·카드결제 : 아주대평생교육원

교학팀(아주대 산학협력원 109호) 방문

환 불 규 정 ·신청취소 및 환불 시 평생교육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장학혜택자가 환불 할 경우, 감면 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함.
·본인희망에 의해 환불받는 경우, 카드수수료는 차감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함

교육일정

* 자세한 사항은 아주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참고

전문/교양

전통민화
보타니컬아트

서예
자평명리학(기초)

자평명리학[초급]

사주학[실전통변]
사주학[입문]
댄스스포츠[초급]

오
후
자격증

전문/교양

웃음치료와 레크레이션

부동산최고위전문가과정
회화

한방꽃차소믈리에
아동미술심리지도사Ⅱ(화,금)

국제플로리스트
한문지도사

전통주주조사

자평명리학(진검승부)
부동산경매투자비법[기본]
댄스스포츠[중급]

리더십최고지도자과정
디지털예술사진
풍수의정석

클래식기타&통기타
리더십스피치
자평명리학[중급]
감성손글씨&캘리그라피

야
간

자격증

전통발효식품교육사
웃음치료와레크레이션
바리스타2급자격증

약용식물관리사
한방꽃차소믈리에
동화구연지도사

아동미술심리지도사Ⅱ(화,금)

제 8 기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평생교육원

오시는 길

부동산경매최고위전문가과정 [ 1기 ]
경매물건 중 일반물건뿐만 아니라 소위 특수물건까지도 편하게 접근
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받침해 줌
으로써 실질적으로 경매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물건 외에도
주택, 토지(농지), 상가건물,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등 부동산별 현장
최고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습하도
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짜투리 시간의 활용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평생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09. 04 ~ 12. 18 (매주 월 : 19 ~ 22시)
* 기간/일시 : 2017.
2017. 09. 07 ~ 12. 21 (매주 목 : 10 ~ 13시)
* 수 강 료 : 88만원
사 : 정양수 외 다수
*강
정
원
: 40명
*
교육내용
*

화훼장식기능사

우)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원 1층
전화. 031) 219-1564, 1565, 1558, 3583
홈페이지 : http://cll.ajou.ac.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ajou100

1.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및 수도권 도시 개발 계획
2. 금전채권의 회수와 부동산 경매
3.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택 제테크
4. 분쟁 및 판례사례로 풀어보는 주택임차권 분석
5. 농지, 산지에 대한 투자기법
6. 특수물건의 대해부 1 (유치권, 법정지상권 판례분석)
7. 특수물건의 대해부 2 (유치권, 법정지상권 사례분석)
8. 특수물건의 대해부 3 (유치권, 법정지상권 관련소송실무)
9. 특수물건의 대해부 4 (유치권, 법정지상권 관련 집행실무)
10. 재개발,재건축,분양권의이해와활용
11. 상가건물 재테크(상권분석)
12. 실전 권리분석의완성(총정리)
13. 부동산공매제도의 운용과 활용방안
14. 부동산세제와 절세방법 (세테크)
15. 경매관련신청서의 작성과 관리프로세스/수료식

* 교육기간 : 2017년 9월 11일(월) ~ 2018년 6월 18일(월)
[ 가을학기 ] 2017년 9월 11일(월) ~ 12월 18일(월)
[ 봄 학 기 ] 2018년 3월 19일(월) ~ 6월 18일(월)
강의장소:
아주대학교 종합관 1003호
*
* 강의일 : 매주 월요일(매 학기별 13주 강의)
* 강의시간: 18:30~20:30 (2시간)

모집인원

30명

지원자격

* 공·사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벤처 기업인
* 행정, 입법, 사법부 등 정부 인사 및 책임자
* 금융, 문화예술, 법조, 언론, 의료, 체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

수강료

* 3,000,000원(가을학기, 봄학기 각각)

원서교부 및 접수 2017년 6월 12일(월)~2017년 9월 4일(금)
접수방법

문의처

* 우
 편 및 방문접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원 1층 109호 평생교육원 교학팀
 터넷접수 : 지원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원서를 작성한 후,
* 인
이메일(shabashaba@ajou.ac.kr) 발송
- 홈페이지(http://cll.ajou.ac.kr) 접속 → 게시판(공지사항) →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전화 : 031)219-3583 / 팩스 : 031)219-1566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최고지도자 양성과정으로 세계화, 다변화 하고
있는 치열한 국.내외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참다운 인재양성 과정에
역점을 두며,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과정이 될 것이다.


07. 12 ~ 08. 18
* 모 집 기 간 : 2017.

09. ~ 2018. 06. - 1년과정
* 기간/일시 : 2017.
(매주 수 : 19 ~ 22시)
* 수 강 료 : 150만원
*강

사 : 이종덕 외 다수

*정

원 : 30명

*교육내용
1. 리더십분야(신·언·서·판을 통한 리더의 조건, 리더의 자격 및 리더십
역량강화)
2. 경영지도(세일즈 마케팅, 조직관리, 목표관리, 조직관리 및 신경영이론 등)
3. 원우간의 친목도모와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한 교류지원 및 수료후
에도 동문회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유지
4. 리더십 함양을 통한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활성화. 스피치 능력향상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개강일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종강일

12/18

12/19

12/20

12/21

12/22

12/16

★ 아주대 평생교육원 오시는 길 ★
우)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원 1층

원천관

학군단

중앙도서관
정문
운동장

성호관

학생회관

남제관

기숙사식당

신규강좌
독일 FDF 플로리스트(국제 플로리스트)
고의 예술품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 창조한 플로리스트
로서의 조형원리와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체계화 시킨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꽃 입문과정 부터 전문적인 과정까
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클래스

* 일시 : 매주 수. 14:00 ~ 17:00 (15주, 45시간)
* 교육내용
구분
내 용
1차 구조물 스트라우스 (수평 or 보겐)

구분

2차 1생장점 꽃꽂이 (게슈텍)

10차 스케치, 색상환 만들기, 도면

3차 신부화 (부케)

내 용

9차 갈란드 장식 (기둥 or 꽃줄)

11차 식물심기 or 식물장식

4차 테이블장식 (6인용 테이블)
5차 크란츠엮기 디자인

12차 게슈텍 자유
13차 스트라우스 자유

6차 포멀리니어 게슈텍
7차 교차 파라렐 게슈텍

14차 공간장식 (말채 5단)

8차 스트라우스 자연적(식생) 라운드 형태

15차 공간장식 (삼지닥 or 오죽 5단)

식물세밀화 보타니컬아트

리더십최고지도자과정 [ 2기 ]
교육일정

2017 년 9 월 4 일(월)부터 해당요일에 각 강좌별로 개강

·전화접수 : 031-219-1564, 1565, 1558, 3583
: http://cll.ajou.ac.kr
·방문접수 : 아주대평생교육원 교학팀(아주대 산학협력원 109호)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납부
방법 * 입금자명 기재방법 : 수강생이름/과정명(예:홍길동/풍수)

심리상담사1급(월,목)
심리상담사2급(화,목)
바리스타2급자격증

개

보타니컬 아트는 식물을 색연필, 수채화 등 다양한 재료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분야로서 식물과 자연을 관찰하고
표현하면서 예술적 소양을 연마하고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일시 : 매주 월. 13:30 ~ 15:30 / 15:40 ~ 17:40 (15주, 30시간)
* 교육내용
구분

내 용

1차 보타니컬아트 소개 / 도구 설명

구분

내 용

용담 또는 뻐꾹나리
9차
무늬가 있는 잎 표현 연습(색연필)

목련
시클라멘
모작을 통한 구도 연습, 연필스케치 & 명암 10차 무늬가 있는 잎 표현 연습(색연필)
산더소니아
3차
모작을 통한 구도 연습, 연필스케치 & 명암 11차 열매가 달린 가지 연습
2차

4차

카라
모작을 통한 특징 표현 연습(연필)

12차

5차

얼레지
모작을 통한 잎 표현 연습(연필)

동백
잎의 질감 표현 연습(색연필)

13차

파프리카
실물 구조 관찰, 세부묘사(색연필)

14차

앵초
잎의 질감 표현 연습(색연필)

15차

석류 또는 가지와 적양파(색연필)
평가

6차 색연필 선 연습, 명암 표현, 목련(색연필)
금붓꽃
7차
노란색 계열 꽃잎 표현 연습(색연필)
8차 여러 가지 가을 단풍 잎 표현 연습(색연필)

취미/전문/교양강좌
평생 행복한 제테크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부동산경매투자비법[기본]

[주간] 화, 10:00~13:00 / [야간] 화, 19:00~22:00
45만원 / 15주(45시간)
정양수, 정희철
부
 동산경매투자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과 그에 필요
한 제반 전문성을 쳬계적이고 쉽게 현장 실무 중심에서 학습
함. 즉, 임장활동을 통하여 입지와 공법상의 제한내용, 싯가 등
을 분석하고 개발전략을 통한 수익성 분석으로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읽을 수 있고, 특히 매각부동산상에 있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우리 생활의 내용으로 재미있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함

경매실전투자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금, 10:00~12:00
28만원 / 15주(30시간)
홍성민
사
 람의 얼굴형태를 통하여 타고난 성격심리나 적성, 직업분야
를 살필 수 있으며 대인관계나 심리상담사, 진로선택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가능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목, 15:00~17:00
25만원 / 15주(30시간)
정호철
동
 양학의 근원인 음양오행의 진정한 원리 이해와 역학의 역사
와 원리, 자평명리학 배경과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며, 가장 기
초가 되는 천간과 지지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학습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화, 19:00~21:00
25만원 / 15주(30시간)
전정훈
사
 주명조를 올려놓고 분석하여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써 인간의 명운을 통한 직업 그리고 궁합, 질병, 사건
다양한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 및 연구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댄스스포츠(초급)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금, 14:30~16:30
25만원 / 15주(30시간)
최지희
스
 트레스 해소와 유산소운동, 근력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댄스스포츠의 라틴댄스

창작배움터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수, 19:00~22:00
32만원 / 15주(45시간)
조남선
풍
 수지리의 고수와 함께 땅, 물, 바람의 세가지 기본요소
의 조화를 관찰하여 명당을 구별하는 풍수지리학의 올바른
이해와 현장사진 화면을 통해 흥미로운 풍수지리를 배우는
과정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목, 10:00~12:00
25만원 / 15주(30시간)
백삼현
우
 리나라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식과 현지답사를 통해 유적에
대한 견문을 쌓는 과정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화, 19:00~21:00
25만원 / 15주(30시간)
김선주
스트레스 해소와 유산소운동, 근력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댄스스포츠의 라틴댄스

화, 13:00~16:00
25만원 / 15주(45시간)
정영철
정통서예 현대서예를 서체별교육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목, 19:00~22:00
23만원 / 13주(39시간)
김진봉
캘리그라피의 원리와 표현기술을 익힐뿐만 아니라 나만의
개성있는 글씨연마를 통해 스스로 창작활동을 하며 수업을
진행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금, 10:00~12:00
25만원 / 15주(30시간)
백삼현
우리나라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식과 현지답사를 통해 유적
에 대한 견문을 쌓는 과정

월, 14:00~17:00
35만원 / 15주(45시간)
김혜란
자연을 사랑했던 선조들의 그림이며, 색채의 아름다움을 표
현한 우리그림 민화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누
구나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있음

디지털예술사진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수, 19:00~21:30
30만원 / 15주(37.5시간)
조성근
사물에 디지털카메라라는 매체를 더하여 본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론교육과 실습 위주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논어집주

금, 10:00~12:00
25만원 / 15주(30시간)
정경식
CEO 필독서. 인문학 최고의 경전. 시공간을 초월한 인생의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 논어를 읽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어
떤 일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과정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목, 19:00~21:00
30만원 / 15주(30시간)
신경숙
기타의 연주를 통하여 음악을 심미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
며, 실기지도와 함께 이론설명 및 음악감상, 합주연주 등 다
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

백교수와 함께하는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역사 트레킹

수, 10:00~14:00
20만원 / 15주(60시간)
백삼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
하는 역사트레킹

자격증 아카데미 [ 민간자격 ]

자격증 아카데미
내 마음을 치유하는

[ 국가공인 ]
한문지도사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수, 15:00~18:00
33만원 / 15주(45시간)
정경식
한문공부로 인성 예절도 함께 배우게 되어 스스로
밝아지며 나아가 내 아이 내 가정이 밝아지며,
한자한문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 주는 과정

1. 자격증 종류 :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2. 자격공인번호 : 교과부 2009-4호
3. 발급단체명 : 대한검정회

4. 자격검정비용 : 총 10만원
5. 환불규정 : 대한검정회 홈페이지 참고

시 : [주간] 수, 10:00~14:00
[야간] 수, 19:00~22:00
수 강 료 : [주간] 40만원 / 15주(60시간)
[야간] 33만원 / 15주(45시간)
강 사 명 : 함새별
내
용 : 플로랄 디자인의 입문 과정으로 웨스턴 스타일을 체계적
으로 습득 할 수 있는 과정이며, 국가 자격증 취득 합격을
위한 필기, 실기 과목을 중점. 또한 초보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진행되며, 다양한 화훼 디자인 상품의 제작 기술
및 디자인 응용력 배양
일

한방꽃차소믈리에, 한방꽃차제다전문가

아동미술심리지도사[Ⅰ]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전문대이상 졸업,
180시간 이수)

화
 ·금, 10:00~13:00
55만원 / 15주(90시간)
김시욱, 정지영
심리치료의 다양한 방법 중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상담
기법의 하나인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익힘으로서
효과적인 상담 및 치료, 교육을 하고자하는 내용

1. 자격증 종류 : 아동미술심리지도사
2. 자격공인번호 : 2009-0268
3. 자격검정비용 : 총 7만원
4. 환불정보 : -환불액(수검일 제외 기준), 수검30일 전:100%, 10일 전:70%, 3일전:50%
5. 기관정보(자격관리자) : 기관명.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욱원협의회 / 대표자.서동석 /
연락처.02-2203/2470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5, 801호(저동2가비즈센터)

아동미술심리지도사[Ⅱ]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전문대이상 졸업,
180시간 이수)

화
 ·금, 14:00~17:00
55만원 / 15주(90시간)
김시욱, 정지영
심리치료의 다양한 방법 중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상담
기법의 하나인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익힘으로서
효과적인 상담 및 치료, 교육을 하고자하는 내용

1. 자격증 종류 : 아동미술심리지도사
2. 자격공인번호 : 2009-0268
3. 자격검정비용 : 총 7만원
4. 환불정보 : -환불액(수검일 제외 기준), 수검30일 전:100%, 10일 전:70%, 3일전:50%
5. 기관정보(자격관리자) : 기관명.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욱원협의회 / 대표자.서동석 /
연락처.02-2203/2470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5, 801호(저동2가비즈센터)

어린이영어지도사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수
 ·금, 10:00~13:00
55만원 / 15주(90시간)
김의인
효효과적인
영어학습를 위해, 지도이론과 그에 따른 다양

하고 효과가 입증된 지도실습을 병행하는 수업. 과정이수
를 통해 단순한 언어 전달자가 아닌 문화가 녹아 있는 영
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과정

1. 자격증 종류 : 어린이영어지도사
2. 자격공인번호 : 2010-0029호
3. 자격검정비용 : 총 7만원
4. 환불정보 : 대한검정회 홈페이지 참고
5. 기관정보(자격관리자) : 기관명.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욱원협의회 / 대표자.서동석 /
연락처.02-2203/2470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5, 801호(저동2가비즈센터)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1. 자격증 종류 : 한방꽃차소믈리에, 한방꽃차제다전문가
2. 자격조건 : 1계절 이수시 한방꽃차소믈리에 3급 자격증 시험 자격, 2계절 이수시 한방꽃차소믈
리에 2급 자격증 시험 자격, 4계절 한방꽃차소믈리에 또는 한방꽃차제다전문가 사범 자격증 시
험 자격(선택), 1급 사범 취득 후, 한국한방꽃차협회(주)와 경기한방꽃차협동조합 가입 자격
3. 자격공인번호 : 제 2015-002969호, 제2015-002968호
4. 발급단체명 : 한국한방꽃차협회㈜
5. 자격검정비용 : 3급(3만원), 2급(15만원), 1급(15만원)
* 재료비 환불규정 : 한달 전 100%, 3주전 50%, 2주전 0%

1. 자격증 종류 : 동화구연지도사 1,2,3급 / 손유희지도사 1,2,3급
2. 자격공인번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014-0670호, 제2014-1895호
3. 발급기관명 : 글로벌인성개발협회
4. 자격검정비용 : 검정료/3만원, 자격증(손유희, 동화구연-3급,각 5만원/1,2급-각 1만원)
5. 환불정보 : 접수마감 전까지 100%환불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토
 , 10:00~13:00
33만원 / 15주(45시간)
강성금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와 실기
과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서 공통예절, 작명
례, 성년례, 혼인례, 상제례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다도
(좋은 차)와 함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유익한 수업

1. 자격증 종류 : 인성예절지도사 3급
2. 자격공인번호 : 124-82-99713
3. 발급단체명 : 경기차문화예절교육연구원

4. 자격검정비용 : 총 7만원
5. 환불규정 : 수업 2회까지만 가능

자연을 내품에 발효와 천연식초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1. 자격증 종류 : 천연발효식품교육사
2. 자격공인번호 : 2014-1509호

3. 발급단체명 : 사)한국효소협회
4. 자격검정비용 : 총 10만원

직접 빚어 만드는 막걸리 학교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3. 발급단체명 : 한국직업능률개발원
4. 자격검정비용 : 총 10만원

심리상담사 1급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리더십스피치 [44기]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수, 19:00~22:00
150만원 / 15주(45시간)
이종덕
리
 더십분야, 경영지도, 스피치 및 토론, 인문학, 이미지메이킹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스피치, 세일즈, 마케팅 능력향상,
자기변화를 통한 관점과 미래지향적 사고력 증가를 돕는 과정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목, 19:00~22:00
35만원 / 15주(45시간)
이종덕
스피치 이론과 실습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신
감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리더십 함양과정

식물 세밀화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보타니컬아트

월, 13:30~15:30 / 월, 15:40~17:40
27만원 / 15주(30시간)
오경아
식물을 색연필, 수채화 등 다양한 재료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분야로서 식물과 자연을 관찰하고 표현하면서 예술적 소양을
연마하고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과정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월·목, 10:00~13:00 / 토, 10:00~16:30
55만원 / 15주(90시간)
김선희, 정용순, 이영향
심리상담사 입문과정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자신과 타인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성
숙한 자기개념에 대한 변화와 내담자에게 건강한 변화를 도
울 수 있도록 훈련

1. 자격증 종류 : 심리상담사 1급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과연수과정-90시간)
2. 자격조건 : 심리상담사 2급자격 취득자(130시간이수) / 타기관 : 심리상담사 2급(130시간이상
이수 증명 첨부)
3. 자격공인번호 : 제 2013-1510호
4. 발급단체명 : (사)한국상담연구원
5.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비용 : 약 160만원
6. 환불규정 : 상담훈련비 : 미 참여시 100%, 참여 후 상담훈련 포기 시 (훈련비에서 참여시간 제외 후 환불)

금
 , 10:00~12:00
28만원 / 15주(30시간)
임선희
건전한 실버 여가문화프로그램 보급으로 실버건강증진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1. 자격증 종류 : 노인건강운동지도자1,2급/ 실버체조지도자1,2급
2. 자격공인번호 : 제2012-0192호, 제2012-0206호
3. 발급단체명 : (재) 국제평생교육개발원
4. 자격검정비용 : 자격증-각 5만원 (동시에 두 개 자격증 취득)
* 교육장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97 중앙프라자 8층, 교로만무용학원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월
 , 10:00~13:00
38만원 / 15주(45시간)
이연준
색채를 심리학적 이론의 틀에서 이해하고,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심리지도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는 고급 단계

1. 자격증 종류 : 색채심리지도사 1급
2. 자격공인번호 : 2016-001679

3. 발급단체명 : 사단법인 kled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자격검정비용 : 총 10만원

[주간] 목, 10:00~13:00 / [야간] 월, 19:00~22:00
35만원 / 15주(45시간)
정지영
커피한잔이 나오는 전 과정을 이해하며, 원리를 알고 직접
실습하여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할 수 있음.

* 안내사항 : 재료비-총 12만원, 교재비-1만 7천원
* 바리스타 2급 필기 및 실기 검정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자체시험 가능
* 실습시험준비를 위한 연습실 대여
* 교육장소 : 카페테라랩 바리스타 트레이닝센터

약용식물과 건강생활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약용식물관리사

화, 19:00~22:00
33만원 / 15주(45시간)
이호선, 이경아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자라는 약초를 중심으로 필요한 이론
과 실습을 통하여 웰빙시대에 맞는 건강지키미 로서의 학습
과정

1. 자격증 종류 : 약용식물관리사
2. 자격공인번호 : 2016-000719

3. 발급단체명 : 사)한국효소협회
4. 자격검정비용 : 총 10만원

심리상담사 2급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화·목, 10:00~13:00 / 토, 10:00~16:30
55만원 / 15주(90시간)
김선희, 정용순, 이영향
상담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발달심리, 성격심리,
이상심리, 상담의 각 이론과 대상별 상담의 적용에 관한 강의

1. 자격증 종류 : 심리상담사 2급
2. 자격공인번호 : 제 2013-1510호
3. 발급단체명 : (사)한국상담연구원

4.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비용 : 약 34만원
5. 환불규정 : 상담훈련비 : 미 참여시 100%, 참여 후 상담
훈련 포기 시 (훈련비에서 참여시간 제외 후 환불)

창의 영재 수학 지도사 1급 / 초등수학지도사 1급 / 보드게임지도사 2급[통합]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월
 , 10:00~13:00
35만원 / 15주(45시간)
윤미혜
창의수학의 전 영역 골고루 다루어 창의적 해결전략을 스스
로 찾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이론과 실습. 다양한 보드게임
과 교구는 물론 초등교과의 주제별 수준별 문제를 활용
하여 즐거운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 양성

*자격증은 선택사항
1. 자격종류: 창의영재수학지도사 1급, 초등수학지도사 1급, 보드게임 지도사 2급
2. 자격공인번호 : 2013-1369, 2013-1370, 2014-2264
3. 발급단체명: (사) 국제학력 평가원, (사) 국제민간 자격전문협회
4. 자격검정비용: 1급 각 10만원, 2급 8만원
5. 환불규정 : 응시일 일주일 전까지 원서 접수 취소 가능, 불합격시 100%환불

노인건강운동지도자 & 실버체조지도자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선착순 마감

1. 자격증 종류 : 바리스타 2급 자격증
2. 발급단체명 :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3. 자격검정비용 : 총 8만원(필기3만원+실기5만원)

전통주주조사

목
 , 14:00~17:00
33만원 / 15주(45시간)
이호선, 이경아
우리술의 전통주인 막걸리를 중심으로 기술을 계승하고 발
전시켜 막걸리의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항암효과가 뛰어난
막걸리를 제조하여 우리의 전통발효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

1. 자격증 종류 : 전통주주조사
2. 자격공인번호 : 2016-000683

바리스타 2급 자격증 클래스

전통발효식품교육사

월
 , 19:00~22:00
33만원 / 15주(45시간)
이호선, 이경아
전통식품 중 합성식초와 제조과정이 다른 천연식초의 제조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웰빙시대에 건강지키미 로서
의 자격증 학습과정

[주간] 화, 10:00~13:00 / [야간] 화, 19:00~22:00
34만원 / 15주(45시간)
유지연
발음, 발성, 화술 등의 기본교육과 실감나는 표정, 제스처,
목소리로 표현하는 동화구연, 교구활용법, 수업계획안 작성
법, 분위기 조성 주의집중에 꼭 필요한 스팟, 손유희, 레크레
이션, 시낭송 등 실기위주의 지도사 양성과정

* 협회장의 직강/동시에 동화구연, 손유희지도사 2개의 자격증 취득가능

인성예절지도사 3급

색채심리지도사 1급
리더십 최고지도자과정 [2기]

& 주의집중 손유희지도사

시 : [주간] 화, 10:00~13:00 / [오후] 화, 14:00~17:00
[야간] 화, 19:00~22:00
수 강 료 : 35만원 / 15주(45시간)
강 사 명 : 오은하
내
용 : 재배한 야생화와 식용꽃을 재료로 사용하며 한방꽃차에 대한
이론, 실습 및 효능에 대해 폭넓게 배우고, 재배부터 다듬기,
제다법, 꽃다례를 습득하며 꽃차 제다 전문가 양성

1. 자격증 종류 : 국가공인 화훼장식기능사 3. 자격검정비용 : 필기 11900원, 실기 28600원
2. 발급단체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대학부설 평생교육협의회]

화술과 자신감을 키우는 동화구연지도사

일

화훼장식기능사 & 플라워 스타일링

클래식기타 & 통기타

문화유적답사 * 기존회원 수강반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화, 15:00~17:00
25만원 / 15주(30시간)
전정훈
역학의 역사와 원리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평명리학으로 발
전하게 된 배경과 변천사를 공부

전통민화

감성손글씨 & 캘리그라피

한국문화유산탐구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주간] 월, 10:00~13:00 / [야간] 월, 18:30~21:30
35만원 / 15주(45시간)
최정미
개인의 표현능력을 발전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법을 터
득, 미술활동에 응용 또는 작가로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
품을 실현

금, 15:40~17:40
28만원 / 15주(30시간)
홍성민
연월일시의 출생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양의 음양오행론을
학문적으로 전개하며 해석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직업 및 적성, 가족관계의 해석을 현대식으로 추론

자평명리학(기초)

서예(기초~전문)

풍수의 정석(29기)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댄스스포츠(중급)

문예창작

수, 10:30~12:30
25만원 / 15주(30시간)
김현탁
문
 장력강화, 창작방법론 등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 창작활동 지도

목, 19:00~21:00
25만원 / 15주(30시간)
정호철
사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용신을 정확히 찾아낸 법과 사주
명조를 운에 대입하는 방법, 년본일주와 일위주 명리학의
차이점과 원리 터득

[주간] 목, 10:00~13:00 / [야간] 월, 19:00~22:00
88만원 / 15주(45시간)
정양수
경매물건 중 일반물건 뿐만 아니라 소위 특수물건까지도 편
하게 접근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받침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매를 완성할 수 있
도록 하고, 경매물건 외에도 주택, 토지(농지), 상가건물, 재
개발, 재건축, 분양권 등 부동산별 현장 최고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습함

사주학(입문)

회화(수채화, 유화, 드로잉)

자평명리학(진검승부)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자평명리학(중급)

자평명리학(초급)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금, 13:30~15:30
28만원 / 15주(30시간)
홍성민
연월일시의 출생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양의 음양오행론을
학문적으로 전개하며 해석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직업 및 적성, 가족관계의 해석을 현대식으로 추론

※ 교재비·재료비 별도

부동산경매최고위전문가과정 (1기)

사주학(실전통변)

인상학(관상학)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수, 10:00~13:00
45만원 / 15주(45시간)
정양수,우광연
수강생 각자가 원하는 좋은 물건의 선정에서부터 임장활동,
권리관계와 물건분석, 수익성분석과 적정입찰가결정, 매수후
의 사후관리까지 책임과 소신있는 판단으로 실전 경험을 쌓
아갈 수 있도록, 실제 낙찰받은 물건에 숨겨진 실전 사례별
노하우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평생 부동산
경매투자를 통한 훌륭한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경매시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경매투자에 대한 자신감과 실전감각을 익
히도록 함

※ 교재비·재료비 별도

웃음치료사 및 레크레이션지도사 1급
시 : [오후] 월, 16:00~18:00
[야간] 월, 19:00~21:00
수 강 료 : 25만원 / 15주(30시간)
강 사 명 : 김충현, 백보경, 박성주, 정정임
내
용 : 웃음을 통하여 신체, 심리, 정서, 정신, 사회, 문화적인 역기
능을 치료할 수 있는 웃음치료 전문 교육과정
일

1. 자격종류: 펀트레이너 1급, 레크레이션지도자 1급 4. 발급단체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자격조건 : 13주 26시간 이상 수료
5. 자격검정비용: 총 8만원(2개 자격증 발급)
3. 자격공인번호: 펀트레이너(2012-0793), 레크레이션지도자(2014-0379)

독일 FDF 플로리스트(국제 플로리스트)
일
시:
수강료:
강사명:
내
용:

수
 , 14:00~17:00
50만원 / 15주(45시간)
강미숙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 창조한 플로리스트로서의 조형원리와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체계화 시킨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꽃 입문과정 부터 전문적인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클래스

1. 자격종류: 국제플로리스트
2. 자격공인번호 : 2015-002288

3. 발급단체명 : 국제 화훼기술 민간자격 검정원
4. 자격검정비용 : 총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