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1) 간결하고 힘찬 영어 쓰기 : 품격 있는 영작

과목 구분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EBSlang 한국인을 위한 이야기 영작,

간결하고 힘찬 영어쓰기(방송대 출판부) 저자
성명 안수진 직위(급) 강사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방송대 출판문화원에서 출간한 『간결하고 힘찬 영어 쓰기』(안수진 저)는 영작의 

고급 학습자를 위한 영작 교재이다. 특히 문법은 잘 알지만 영작만 하면 비효율

적이고 어색한 문장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저자 직강(온라인 강

의)’을 통해 독자와 학생들에게 새롭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문 및 어휘와 함께 한층 더 쉽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이다.

  ❏ 『간결하고 힘찬 영어 쓰기』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어휘와 문장 단위의 연

습을 실시한다.

  ❏ 문장 단위 영작 연습은 문법 공부와 문단·에세이 쓰기의 중간 단계이며, 본격적

인 영작 연습이다. 그 중에서 ‘간결하고 힘차게’ 쓰는 훈련은 고급 영작의 기

본이다. 길게 늘여 쓰지 않으면 문장에 힘이 차고 문법과 영작 오류도 상당히 줄

일 수 있다. 더불어 간결하고 품격 있는 영어 회화 훈련도 상당히 되고 우리말을 

간결하게 쓰는 감각도 강화할 수 있다.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문법책이나 강의에서 배울 수 없는 영작 원리를 익히고 싶은 중·고급 학습자들

   - 알고 있는 문법을 실전 영작에 결합하여 ‘실질적인’ 지식으로 쓰고 싶은 모든 

중·고급 학습자들

   - 영작에 직접 도움이 되는 어휘를 익히고 싶은 학습자들

   - 문법에 통달하나 영작 경험이 부족한 전국의 영어 선생님들

   - 영어 페이퍼나 논문 등 실제 영작을 해야 하는 학생들

   - 『간결하고 힘찬 영어 쓰기』를 책으로 혼자 공부한 사람들

 ※ 공인어학시험 점수가 있는 경우, 텝스 500점, 토플 CBT 190점, 토플 iBT 68점, 토익 620점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습자들이 들으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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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영문학과 및 프라임칼리지 개설 교과목과의 난이도 비교>

고급
　
　

영어독서지도
사 자격과정
-책을 활용한 
영어수업 1, 2, 3

　 생활영어 영작문2

중급 간결하고 힘찬 영어쓰기
원어로 읽는 

영미명작단편선
　

Dr. Jekyll and Mr. Hyde: 
구조 읽기를 통한 영작 

연습

Once upon a 
time: 

영어로 읽는, 
다섯편의명작동화

　

　
영문법의 
활용

영작문1
(영작) (독해) (자격취득과정)

초급 　 　 　 　 　 　 　
<방송대 영문학과 

개설 과목>
<프라임칼리지 개설과목>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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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안수진(간결하고 힘찬 영어 쓰기 저자)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불필요한 전치사 빼기

안수진

간결하고 힘찬 영어 쓰기

(방송대 출판부), 저자

온라인

2 6/3~7/13 불필요한 be 동사 빼기 

3 6/5~7/13 중복되는 내용 빼기

4 6/8~7/13 뻔한 내용 빼기  

5 6/10~7/13 핵심 동사 발굴하기

6 6/12~7/13 자체 발광 동사 쓰기 1

7 6/15~7/13 자체 발광 동사 쓰기 2

8 6/17~7/13 명사의 일급 비서, 형용사 쓰기

9 6/19~7/13 환상의 듀오, 복합 형용사 쓰기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자체 발광 형용사 쓰기

11 6/29~7/13 중소기업 명사 쓰기 

12 7/1~7/13 물주주어 구문 쓰기

13 7/3~7/13 부사구와 동격구 쓰기

14 7/6~7/13 전치사(구) 쓰기

15 7/8~7/13 대시, 콜론, 세미콜론 쓰기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안수진

×주요 활동
- (현) 프라임 칼리지 ‘Dr. Jekyll and Mr. Hyde : 구조 읽기를 통한 영작 연습’ 강사
- (현) 프라임 칼리지 ‘대학 기초 영어’ 강사
- (현) EBSlang 영작문 강사(‘한국인을 위한 이야기 영작’)
- (전) 한림법학원 영어 강사(외시, 행시 영어 2차 시험 지도)
- (전) 서울대학교 강의 교수

×주요 저서
『간결하고 힘찬 영어 쓰기』(2007), 
『명확하고 탄탄한 영어 쓰기』(2008), 
『다채롭고 유연한 영어 쓰기』(2009) (지식의 날개) 저자
『소크라테스, 스트립쇼를 보다』(2005 새물결) 번역,
『생명 자본』(2012 그린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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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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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2) 원어로 읽는 영미명작 단편선

과목 구분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영문학과

성명 신현욱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의 영어교육 시장이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초중등 영어교육자에

게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능력이 요구되며, 고전 영문 작품은 사용된 영어와 전달

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최적임.

  ❏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과 관련하여 영미문학 원서를 

본격적으로 읽기 원하는 고급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영미문학 단편소설 고전들을 읽으면서 인문적 소양을 넓힐 

수 있으며, 동시에 고급영어 실력을 함양할 수 있음.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원어로 고전을 감상하면서 번역본을 통해서는 얻기 힘든 감동과 희열을 느끼고

      싶은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인 (대학영어를 이수한 수준이상자 수강 권장)

<방송대 영문학과 및 프라임칼리지 개설 교과목과의 난이도 비교>

고급
　
　

영어독서지도
사 자격과정
-책을 활용한 
영어수업 1, 2, 3

　 생활영어 영작문2

중급 간결하고 힘찬 영어쓰기
원어로 읽는 

영미명작단편선
　

Dr. Jekyll and Mr. Hyde: 
구조 읽기를 통한 영작 

연습

Once upon a 
time: 

영어로 읽는, 
다섯편의명작동화

　

　
영문법의 
활용

영작문1
(영작) (독해) (자격취득과정)

초급 　 　 　 　 　 　 　
<방송대 영문학과 

개설 과목>
<프라임칼리지 개설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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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신현욱(방송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
(소속)

교육
방법

1 6/1~7/13 Nathaniel Hawthorne, “The Great Stone Face”(1850) 
「큰 바위 얼굴」1

신현욱

(방송대 

영문학과)

온라인

2 6/3~7/13 Nathaniel Hawthorne, “The Great Stone Face”(1850) 
「큰 바위 얼굴」2

3 6/5~7/13 Nathaniel Hawthorne, “The Great Stone Face”(1850) 
「큰 바위 얼굴」3

4 6/8~7/13 Edgar Allen Poe, “The Tell Tale Heart”(1843)
「고자질쟁이 심장」

5 6/10~7/13
Mark Twain, “The Celebrated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1867)
「캘라베라스 카운티의 유명한 개구리 점프선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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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신현욱 방송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
(소속)

교육
방법

6 6/12~7/13
Mark Twain, “The Celebrated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1867)
「캘라베라스 카운티의 유명한 개구리 점프선수」2

7 6/15~7/13 Kate Chopin, “Desiree's Baby,”(1892) 
「데지레의 아이」1

8 6/17~7/13 Kate Chopin, “Desiree's Baby,”(1892) 
「데지레의 아이」2

9 6/19~7/13 O. Henry, “The Gift of the Magi” (1905) 
「현자의 선물」1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O. Henry, “The Gift of the Magi” (1905) 
「현자의 선물」2

11 6/29~7/13
Fitzgerald,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1922)
「벤자민 버튼의 이상한 사례」(cf: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
로 간다>의 원작) 1

12 7/1~7/13
Fitzgerald,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1922) 
「벤자민 버튼의 이상한 사례」(cf: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
로 간다>의 원작) 2

13 7/3~7/13
Fitzgerald,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1922) 
「벤자민 버튼의 이상한 사례」(cf: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
로 간다>의 원작) 3

14 7/6~7/13 Paul Auster, "Auggie Wren's Christmas Story"(1990)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cf: 영화  <SMOKE>의 원작) 1

15 7/8~7/13 Paul Auster, "Auggie Wren's Christmas Story"(1990)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cf: 영화  <SMOKE>의 원작) 2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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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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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3) 한자 오디세이 

: 갑골문부터 타이포그래피까지, 천의 얼굴을 가진 한자 여행

과목 구분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성명 김석영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인문학에 대한 관심의 증가, 동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 중국의 부상 등의 요인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한자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자는 3천 년이 넘도록 큰 변화 없이 표의

적인 체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도 여느 문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한자의 어원을 통한 문화적 탐색의 시간은 한자에 관심을 가진 모

든 이들의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해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한자를 풀

이하고 해설하는 많은 책들이 민간어원설의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과거의 잘못된 해설을 

답습하고 있어 어원에 관한 정확한 해설 자체로도 의미 있는 강좌가 될 것이다.

  ❏ 한자는 비단 중국어를 기록하는 기호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어 어휘를 구성하는 바탕으로

서, 그리고 다수의 일본어 어휘 구성요소로서 여전히 동아시아의 공통 문자라는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에 대한 이해는 단지 중국어를 읽고 쓰기 위한 목적에 머무

르거나 한국 한자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 머무를 일이 아니라 한중일 삼국에

서 현재 한자가 어떻게 다르게 자리 잡고 있으며, 삼국의 언중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인

식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한자는 개별 글자가 표의성을 지닌다는 점 외에도 낱글자의 구성이 부수, 편방 등과 같은 

하위 구성요소를 지니는 2차원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점, 그리고 2바이트 문자, 즉 정방

형의 문자라는 점 등의 요소로 인해 예로부터 서예나 전각과 같은 한자를 직접 응용한 

예술이 다른 문자와 다르게 매우 발달했다. 또 의미와 소리의 다양한 차원들이 전통회화

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현대에 와서도 한자의 예술성은 다양한 예술 장르

를 통해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예술의 형태로 승화된 한자를 접하는 것은 한자가 가진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한자 이해의 차원을 더 높여줄 것이다.

  ❏ 이처럼 문자 익히기를 넘어서 한자가 가진 다양한 차원들을 폭넓게 다루는 강좌의 개발

이 시급하며, 전술한 내용들에 관한 전문 지식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강좌에 대한 요구 

또한 매우 높다. 한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많은 서적이나 강좌가 한자를 다루고 있

지만 대부분 문자 익히기에 집중되어 있고, 갑골문과 같은 어원을 다루는 경우에는 잘못

된 지식을 정설인 양 호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한중일 삼국에서 사용되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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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를 다룬 교양서나 강좌는 찾아보기 힘들며,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된 한자를 다루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한자의 다양한 차원을 다룰 강좌, 전문 영역에서 이루어

진 진전된 인식에 기반한 대중강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기초 한자를 알고, 한자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

   - 한자에서 언어를 기록하는 기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 한자에 관심이 있는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김석영(서울대 언어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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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천의 얼굴을 가진 한자 김석영
(서울대 언어교육원)

온라인

2 6/3~7/13 한자, 4천년의 대장정 양세욱
(인제대 중국학부)

3 6/5~7/13 중국의 한자개혁 프로젝트 양세욱
(인제대 중국학부)

4 6/8~7/13 한국과 일본의 한자와 한자어 팽철호
(국민대 중어중문학과)

5 6/10~7/13 우리가 잘못 쓰는 우리 한자어 팽철호
(국민대 중어중문학과)

6 6/12~7/13 한자와 이집트 상형문자 오문의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7 6/15~7/13 한자에 담긴 인간 오문의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8 6/17~7/13 한자에 담긴 자연 김석영
(서울대 언어교육원)

9 6/19~7/13 한자에 담긴 사회 김석영
(서울대 언어교육원)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한자 놀이 팽철호
(국민대 중어중문학과)

11 6/29~7/13 서예, 그 역사와 현재 양세욱
(인제대 중국학부)

12 7/1~7/13 전각과 서각, 갑골의 맥을 잇다 김석영
(서울대 언어교육원)

13 7/3~7/13 그림 속으로 걸어간 한자 양세욱
(인제대 중국학부)

14 7/6~7/13 현대미술 속 한자 오진이
(서울대 미술관)

15 7/8~7/13 한자,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나다 김석영
(서울대 언어교육원)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오문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팽철호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양세욱  인제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김석영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교수

오진이  서울대학교 미술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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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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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4) 아시아공동체론

과목 구분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

학점 Ⅴ(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학교 일본학과

성명 강상규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시민사회의 역사적 안목과 문화적 가

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세계화 시대 미래의 주역으로서 아시아가 수행할 역할을 이해하고, 정치, 경제, 문화와 예

술, 문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이해함

  ❏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국제 관계의 바른 이해 및 통찰력과 균형감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의 상생을 위하여’를 후속 교과목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므로, 연속 수강도 가능하나 반드시 모두 수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아시아의 문화와 문명,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아시아의 상생을 위하여’ 수강생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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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강상규(방송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논의의 출발: 지금, 여기에서 역사와 
문명을 다루는 의미

강상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온라인

2 6/3~7/13 동양의 별자리와 고대인의 상상력 1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3 6/5~7/13 동양의 별자리와 고대인의 상상력 2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4 6/8~7/13 동아시아의 그림에 담긴 미학과 유토피아 1 선승혜
(성균관대동아시아학술원)

5 6/10~7/13 동아시아의 그림에 담긴 미학과 유토피아 2 선승혜
(성균관대동아시아학술원)

6 6/12~7/13 동아시아의 음악사상과 음악교류 송지원
(서울대 규장각)

7 6/15~7/13 동아시아 문학의 미학전통 박소현
(성균관대동아시아학술원)

8 6/17~7/13 서구의 충격과 동아시아의 압축 근대:  
19세기와 20세기, 21세기의 연속과 불연속

강상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9 6/19~7/13 동아시아 역사인식의 형성과 전개 강상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과제1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1 제출

10 6/24~7/13 아시아 영화의 미학과 카메라의 시선 1 장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 6/26~7/13 아시아 영화의 미학과 카메라의 시선 2 장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2 6/29~7/13 한중일의 원자력발전과 아시아의 미래환경 1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13 7/1~7/13 한중일의 원자력발전과 아시아의 미래환경 2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14 7/3~7/13 아시아의 민속음악 변계원
(숙명여대한국문화교류원)

15 7/6~7/13 동아시아의 미래와 네트워크정치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6 7/8~7/13 머지않아 세계가 하나로 사토요지
(원아시아재단 이사장)

과제2 7/10 (금)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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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 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강상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선승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송지원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교수

박소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장  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변계원  숙명여대 한국문화교류원 교수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토요지  원아시아재단 이사장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6차시 - 2회 - - -
점수 20 - 80 -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 평가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1 4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재택과제2 40 2015.7.10.(금)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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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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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5) 숨은 신을 찾아서

과목 구분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

학점 Ⅴ(2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국어국문학과

성명 박종성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인문지리적 교양 지식의 심화 및 특정 민족 혹은 집단의 전통적 요소들의 실제적 

가치와 의의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이미 화석화된 신화와 구비서사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에 의해 외부에 은폐되어 

있으면서 전승집단의 현실적 삶의 규범적 요소로서 여전히 작동하는 신화와 구

비서사시의 실제와 양상을 이해함. 

  ❏ 한국의 제주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동북아시아 및 남동 아시아를 견주어 봄으로써 

문화비교론의 한 관점을 정립하고자 할 뿐 아니라 구비서사시의 영역에서 제주

도가 지니는 세계적 가치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함.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신화와 구비서사시에 관심을 가지는 누구나

     - 프라임칼리지 인문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누구나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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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63,0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박종성(방송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7월 (매주 화, 목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2~7/13 몽골 유목민의 영웅서사시 장가르 속의 신화

박종성
(방송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헌선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상진
(오래된 이야기 저자)

김선자
(연세대 국어국문과 

시간강사)

온라인

2 6/4~7/13
중국 운남성 소수민족(나시족, 모서족, 리
족)의 신화스토리

3 6/9~7/13
일본 홋카이도 신·영웅서사시
(아이누 구비서사)

4 6/11~7/13
일본 오키나와 신·영웅서사시
(창세신화와 영웅) 

5 6/16~7/13 제주 본풀이를 통해 본 민족의 혼 

6 6/18~7/13 권력과 사랑의 대서사시‘장가르’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7 6/30~7/13 토림과 석림의 땅, 그 속에서 숨은 신을 찾다.

8 7/2~7/13 ‘카무이 유칼라와 오이나’속에서 영웅을 만나다.

9 7/7~7/13 21세기 새로 태어난 오키나와 영웅서사시 

10 7/9~7/13 제주 본풀이와 신화의 재조명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진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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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박종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김헌선  경기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나상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 시간강사

김선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 시간강사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0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 20 -

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6) 통계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과목 구분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정보통계학과

성명 이태림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 상식 수준의 통계활용 교육

  ❏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속의 통계가 요구되는 시대에 실생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통계개념과 이해를 도모

  ❏ 전국규모의 각종 조사가 매우 활성화되어 많은 조사인력의 배출과 40-50 세대의 

제 2의 사회활동 도모 

  ❏ 통계청 홍보처, 한국통계학회, 한국갤럽에서 기 조사된 자료를 제공, 학회의 강사

로 질 높은 강의로 구성함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40-50 세대 및 학점 취득을 위한 청년층을 대상

   - 일반 국민 대상 상식수준의 생활통계를 전달 대상

   - 자연계열, 상경계열 학점취득을 목표로 한 학생들의 선수 기초교양 수준의 과목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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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이태림(방송대 정보통계학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왜 통계인가? 오종남 교수
(프라임칼리지/전통계청장)

온라인

2 6/3~7/13 통계적으로 생각하기 이긍희 교수
(방송대 정보통계학과)

3 6/5~7/13 통계로 읽는 신문 이정진 교수
(한국통계학회장/숭실대 보험수리통계학과)

4 6/8~7/13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돌파하
는 날

박형수 박사
(통계청장)

5 6/10~7/13 국가통계지표 활용하기 (e-나라지
표 & OECD지표)

안정임 국장
(통계교육원장)

6 6/12~7/13 법에서의 통계학 허명회 교수
(고려대 통계학과/전 한국통계학회 부회장)

7 6/15~7/13 그래프로 세상읽기 김성수 교수
(방송대 정보통계학과)

8 6/17~7/13 감기약의 효과는 믿을만한가? 이태림 교수
(방송대 정보통계학과)

9 6/19~7/13 선거여론조사의 이해 박무익 회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통계 바로보기 박병일 대표이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1 6/29~7/13 당신의 건강을 돌보는 헬스 아바
타

김주한 교수
(서울대 의대)

12 7/1~7/13 오바마는 어떻게 재선에 성공했
나?

장영재 교수
(방송대 정보통계학과)

13 7/3~7/13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다 김용대 교수
(서울대 통계학과)

14 7/6~7/13 통계는 일반 숫자와 왜 다른가 이재창 교수
(전  ISI 회장/고려대 명예교수)

15 7/8~7/13 통계로 보는 미래 오종남 교수
(프라임칼리지 석좌교수/전 통계청장)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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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오종남 교수 프라임칼리지/전통계청장
이재창 교수 전 ISI 회장/고려대 명예교수
박형수 박사 통계청장
이정진 교수 한국통계학회장/숭실대 보험수리통계학과
안정임 국장 통계교육원장
허명회 교수 고려대 통계학과
김성수 교수 방송대 정보통계학과
이긍희 교수 방송대 정보통계학과
이태림 교수 방송대 정보통계학과
김주한 교수 서울대 의대

박병일 대표이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박무익 회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장영재 교수 정보통계학과
김용대 교수 서울대 통계학과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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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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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7) 부모-자녀 대화기법

과목 구분
제2인생대학

학점 Ⅴ(2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성명 하혜숙 직위(급) 조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 부모-자녀 사이의 대화기법 훈련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

  ❏ 상담이론을 실생활에 적용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자녀교육 및 대화기법에 관심있는 자

     - 자녀와의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부모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3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63,0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 25 -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하혜숙(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7월 (매주 화, 목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2~7/13 놀이, 아동 이해의 지름길 강지현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온라인

2 6/4~7/13 수치 정체감: 모든 문제의 뿌리, 
정체감

하혜숙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3 6/9~7/13 감정을 다룰 줄 알면 끝! 강지현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4 6/11~7/13 부모 양육 태도: 무조건적 사랑이란? 하혜숙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5 6/16~7/13 걱정 많고 자주 긴장하는 아동 청소년을 
돕는 전략

강지현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6 6/18~7/13 가족문제의 세대간 전수 : 그 아버지에 
그 아들

하혜숙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7 6/30~7/13 의욕이 없고 우울한 아동 청소년을 돕는 전략 강지현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8 7/2~7/13 부모-자녀 대화기법 실제 : 통통한 부자 하혜숙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9 7/7~7/13 두루 활용 가능한 상담 레시피 강지현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10 7/9~7/13 부모-자녀 대화기법 실제: 칭찬의 기술 하혜숙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진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 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하혜숙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강지현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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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0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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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8) <제2인생대학 마스터클래스>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의 삶-몸을 다스리는 삶(한의학)

과목 구분
제2인생대학

학점 Ⅴ(2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성명 차웅석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중장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관련 지식 교육 요구

  ❏ 생활한의학 과목 개설을 통한 건강한 몸 관리 및 생활 관리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인생 후반기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중장년 학습자, 한방 건강 관리를 통

한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중장년층 누구나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63,0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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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차웅석(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7월 (매주 화, 목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2~7/13
우리들에게 한의학이란 그리고 동의보감이란?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

온라인

우리에게 동의보감과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전통의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2 6/4~7/13
동의보감의 질병과 건강 
동의보감에서 질병관과 생활에서의 응용

3 6/9~7/13
동의보감의 양생법
어떻게 병을 예방할 것인가? 

4 6/11~7/13
동의보감의 성인병과 예방
  우리가 조심해야할 성인병들

차웅석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5 6/16~7/13
먹는다는 것, 그 위대한 행위에 대해서 -
한의학과 음식
모든 생명은 먹는다는 행위로부터 시작한다.

6 6/18~7/13
움직인다는 것, 그 위대한 행위에 대해서 -
한의학과 운동
모든 운동은 바르게 숨 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7 6/30~7/13
사람이 다르다는 것 – 체질의학 차웅석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사람이 다르게 생긴 것은 다르게 살기 때문이다.

8 7/2~7/13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건강관리 –
한의학의 갱년기 관리

강연석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학의 갱년기 관리를 통해 중년여성의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한다.

9 7/7~7/13

통증을 치료하는 건강관리 –
한의학과 관절 질환
통증을 예방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활동에 대
해 이야기한다. 

10 7/9~7/13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관리 –
한의학의 정신건강
마음을 치유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활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진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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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김남일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 한국의사학회 회장
 · 저서:『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차웅석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강연석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 민족의학신문 편집위원장
 ·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기획이사
 · 마음인문학연구소 일반연구원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0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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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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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9) 제2인생기의 이해 2 - 경제, 일과 사회참여, 여가의 이해

과목 구분
제2인생대학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성명 손 유 미 직위(급) 연구위원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제2인생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경제, 사회참여, 여가 등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통해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짐

 ❏ 제2인생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경제, 사회참여, 여가 등에 대한 학습 및 의미 공

유의 기회를 가지며, 습득한 지식을 나의 삶에서 구체화 해 볼 수 있음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제 2인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학습자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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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손유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교육기간 : 2015. 6월 ~ 7월(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제2인생기
의 경제

인생이모작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온라인

2 6/3~7/13 제2인생기 돈의 인문학(1)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3 6/5~7/13 제2인생기 돈의 인문학(2)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4 6/8~7/13 제2인생기 노후소득보장(1)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5 6/10~7/13 제2인생기 노후소득보장(2)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6 6/12~7/13

제2인생기 
일과 
사회참여

제2인생기의 일(1)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7 6/15~7/13 제2인생기의 일(2)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8 6/17~7/13 제2인생기 창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광회
(소호진흥협회 회장)

9 6/19~7/13 디지털 환경과 창업의 다양성 박광회
(소호진흥협회 회장)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제2인생기 
일과 
사회참여

중년의 나눔과 봉사 송인주
(강남대 겸임교수)

11 6/29~7/13 외국의 제2인생 설계 이정의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 7/1~7/13

제2인생기
여가

제2인생기의 삶과 여가(1) 황선환
(서울시립대 교수)

13 7/3~7/13 제2인생기의 삶과 여가(2) 황선환
(서울시립대 교수)

14 7/6~7/13 제2인생기의 여가 실태와 사례(1) 노용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15 7/8~7/13 제2인생기의 여가 실태와 사례(2) 노용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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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손유미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학력] 서울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관련경력] 청와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전문위원 (2003~2007), 청와대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2008), UCLA 교육학과 연구교수(2009), 고용노동부 고령
사회 인력정책 포럼 위원(2011), 노사정위원회 고용과 사회안전망 연구회 위원
(2012),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 포럼 위원(2012)

[저서] 기업내 교육훈련이 근로자의 노동의 삶의 질(QWL)에 미치는 효과분석,
“21세기 직업세계의 변화와 유망직업 탐색”, 여성과 직업, 부산대여성연구소,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한국의 인적자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과 산업의 숙련불일치 연구”,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경제과 겸임교수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박광회 소호진흥협회 회장
송인주 한국자원봉사문화 자문위원, 강남대 겸임교수
이정의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선환 서울시립대 교수
노용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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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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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10) 작은집-싸게 짓고 행복하게 살기

과목 구분
제2인생대학

학점 V(2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우송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성명 이 해 욱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인 요구>                           <과목 개설 목적>

  ❏ 은퇴후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함  →  적절한 주택의 총점과 위치선정 방법 강의  

  ❏ 싸게 작은 집(세컨하우스)을 짓고 싶어 함  →  싸고 작은집의 처음부터 공사까지 쉽게 요약 강의

  ❏ 친환경주택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 함  →  저렴하고 고장 안 나는 친환경 건축방법을 강의

2. 모집 대상 및 인원
  ❏ 퇴직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면서 소액으로 친환경 집짓기 또는 사는 집의 개선 

및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년세대를 주 교육대상으로 함

  ❏ 건축 및 인테리어, 집관리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은 물론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3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63,0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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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이해욱(우송대 건축디자인학과)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화, 목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내집짓기를 시작하면서…
 - 집짓기는 무엇부터 생각해야하나요?
 - 설계/시공 전 과정에서 알아야 할일은 뭔가요?

이해욱 온라인

2 6/3~7/13
아내(남편)과의 대화
 - 누구와 어디서 살까요?
 - 우리한테 맞는 스타일과 크기는?
 - 싸고 예쁜 집은 돈이 얼마나 드나요?

3 6/5~7/13
착한 친환경 건축아이템 고르기
 - LH친환경전시관 화상 견학
 - 저렴한 친환경 건축 아이템 골라담기

4 6/8~7/13 주부가 행복한 집-1
 - 주부가 행복한 조리 및 가사작업공간

5 6/10~7/13 주부가 행복한 집-2
 -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간

6 6/12~7/13 주부가 행복한 집-3
 - 수납공간과 주거소품으로 행복추가

7
6/15~7/13

[과제제출공지]

내 생각을 그려보기
 - 지난 수업 항목 중 중요한 것 들만 요약 설명
 - 학생 스스로 자기 생각을 그리는 방법 지도

8 6/17~7/13
건축설계 - 처음생각과 공간만들기
 - 처음생각의 적용과 디자인과정
 - 공간디자인 검토와 도면작성 실제
 - 건축공간 주요부 3D 모형 설명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9 7/2~7/13
현장시공 집주인이 하실 일
 - 단층형과복층형 주택예시 
 - 공사중 집주인이 하실 일 10가지

10
7/9~7/13

[과제피드백]

작은집을 위한 행복한 생각들
 - 학생들의 우수한 과제 스케치 설명
 - 행복한 집을 위한 마지막 부탁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37 -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이 해 욱

○ 학력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 박사

○ 주요 경력 및 저서
- 현 우송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 현 친환경 건축디자인센터 센터장
- 2012-2013 세계건축가 연맹 초대작가
- 2011 제1회 대한민국 경관건축대상
- 저서: 복지환경디자인(2005), 인간공학-실내디자인총서(2007)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0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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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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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11) 성공예감 외식창업 길라잡이

과목 구분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트랙

학점 Ⅴ(3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관광학과

성명 김철원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외식사업 창업을 구상하는 예비 소상공인과 현재 외식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업개

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외식창업과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함.

  ❏ 40, 50세대의 무조건식의 창업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창업과 사업운영 프로세스를

     학습시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현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외식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외식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방송대 재학생, 졸업생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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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김철원(방송대 관광학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외식과 창업, 이해하고 시작하라

김철원
(방송대 관광학과)

온라인

2 6/3~7/13 외식 리더십을 점검하라
3 6/5~7/13 외식 사업의 기본을 준비하라
4 6/8~7/13 외식창업, 컨셉을 이해하라
5 6/10~7/13 외식창업, 내 점포를 찾아라
6 6/12~7/13 외식창업, 꿈의 공간을 연출하라
7 6/15~7/13 외식창업, 행정업무에 능통하라
8 6/17~7/13 외식창업, 프로팀을 구성하라
9 6/19~7/13 외식창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라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외식창업, 대박상품을 만들어라
11 6/29~7/13 외식창업, 가치를 창출하라
12 7/1~7/13 외식창업, 알리고 또 알려라
13 7/3~7/13 외식창업, 서비스에 올인하라
14 7/6~7/13 외식창업, 매출과 수익 모두 잡아라
15 7/8~7/13 외식창업, 총정리 핵심체크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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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김철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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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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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12) 블루베리 : 연금나무, 게으름의 농사

과목 구분
귀농귀촌

학점 V(1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농학과

성명 문원 직위(급) 명예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소비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기 작물임

  ❏ 귀농, 귀촌인에게 관심이 높고, 도시농업, 취미농업에도 적합한 과수이므로, 블루

베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함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작목변경을 원하는 농민,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

   - 전공분야 심화학습에 관심 있는 방송대 농학과 학생들

  ❏ 모집인원 : 300명(선착순 마감)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31,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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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문원(방송대 농학과 명예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7월 (매주 화, 목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3~7/13 블루베리의 원예적 매력, 역사와 종류

문원
(방송대)

이병일
(서울대)

온라인

2 6/10~7/13 블루베리의 식물학적 특성

3 6/17~7/13 블루베리 과원 만들기

4 6/24~7/13 재식 후 관리 포인트

5 7/1~7/13 수확, 저장, 유통, 경영, 그리고 금후의 전망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문원  방송대 농학과 명예교수

이병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5차시 - - 1회 - -
점수 40 - - 6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 시험게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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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4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온라인시험 6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운영팀) 02-3668-4433~4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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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13) 국제개발협력의 사례

과목 구분
국제개발협력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서울대학교

성명 정 봉 근 직위(급) 초빙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주요 활동

을 이해하고, 국제개발협력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는 4050 세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 분

야 활동주체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

  ❏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들과 수강생들 간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수강생들이 개발협

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향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해외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학습자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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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정봉근 교수(서울대 글로벌교육협력전공)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교육과 국제개발협력 박환보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온라인

2 6/3~7/13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사례 1
: 문해교육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박환보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3 6/5~7/13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사례 2
: 학교시설건축

박환보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4 6/8~7/13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사례2
: 교사교육을 통해 본 국제개발협력

이지향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반장)

5 6/10~7/13 보건의료와 국제개발협력 오충현
(KOICA 보건의료팀 연구관)

6 6/12~7/13 보건의료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사례 1 오충현
(KOICA 보건의료팀 연구관)

7 6/15~7/13 보건의료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사례 2 오충현
(KOICA 보건의료팀 연구관)

8 6/17~7/13 해외의 농업농촌 국제개발협력 이근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연구사)

9 6/19~7/13 한국의 농업농촌 국제개발협력 이근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연구사)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농업농촌 국제개발협력 사례 이근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연구사)

11 6/29~7/13 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력 이호용
(상지대학교 교수)

12 7/1~7/13 적정기술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사례 1
: 친환경농업과 지역사회개발

이호용
(상지대학교 교수)

13 7/3~7/13 적정기술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사례 2
: 물처리기술과 지역사회개발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

14 7/6~7/13 경제협력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사례 1 이호용
(상지대학교 교수)

15 7/8~7/13 경제협력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사례 2 박환보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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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박환보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이지향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반장

오충현 KOICA 보건의료팀 연구관

이근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연구사

이호용 상지대학교 교수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 49 -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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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14) 스페인어와 스페인어권 문화

과목 구분
국제개발협력

학점 Ⅴ(3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외대

성명 김현식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스페인어는 UN 세계 10대 실용언어(2008) 선정 및  Ethnologue의 Languages of the World(2009)에

서 언어별 사용자 수 2위로 조사되는 등 활용도가 높은 언어 중에 하나임. 

  ❏ 한국관광공사 연령별 출국자수 집계(2013) 결과, 40~60대의 해외 출국 상승률이 매년 7~9%를 보이

고 있으며 그 중, 스페인으로의 해외여행이 최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스페인어 학습 수요

가 기대됨.

  ❏ 중남미 한류열풍에 따른 남미시장진출을 원하는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거주 한인교포들의 직업 및 직무와 관련하여도 스페인어 학습요구가 높음. 

  ❏ 국제개발협력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영어, 스페인어 등) 능력 필요하며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의 교육 콘텐츠 개발 추천 언어임.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 스페인으로의 여행 혹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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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김현식(한국외대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회화 문법 문화

1 6/1~7/13 Abecedario
알파벳

단어의 발음과 
강세

베사메 무쵸
(Bésame mucho)

김경희
(한국외대)

김현식
(한국외대)

온라인

2 6/3~7/13 ¡Buenos días!
안녕하세요?

주격인칭대명사와 
estar 동사 스페인어란

3 6/5~7/13 Yo soy Juan.
저는 후안입니다.

관사와 명사 
그리고 ser 동사

생활예절과 
생활문화

4 6/8~7/13 Hablo coreano.
나는 한국어를 말합니다. 현재시제와 용법 스페인의 음식문화

5 6/10~7/13 ¿Qué quieres comer?
뭐 먹을래?

현재 불규칙 
활용형과 HAY동사 스페인 미술

6 6/12~7/13 ¿Tienes hora?
몇 시니?

형용사와 수사 
그리고 시간표현 라틴아메리카 미술

7 6/15~7/13 Hace buen tiempo
날씨가 좋다.

목적격대명사와 
날씨표현 

스페인어권 국가와 
지역별 특산품

8 6/17~7/13 Ayer jugué al fútbol
어제 축구를 했어.

과거시제와 
재귀표현 스페인어권 스포츠

9 6/19~7/13 A mí me gusta la poesía.
나는 시가 좋아.

지시사와 소유사 
그리고 gustar 동사 스페인 문학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Se venden mucho esos discos? 
그 음반들은 많이 팔리나요?

불완료 과거시제와  
수동표현 스페인 음악

11 6/29~7/13 Es que hay tráfico
교통체증이 있어서...

의문문과 부정문 
그리고 현재완료시제 스페인어권 영화

12 7/1~7/13
Hay muchos escritores 

latinoamericanos
라틴아메리카 작가가 많다.

과거완료 시제와 
비교표현 라틴아메리카 문학

13 7/3~7/13 Cumpliré veintisiete años.
스물 일곱 살이 될 거야.

미래 및 미래완료 
시제 라틴아메리카 음식

14 7/6~7/13 Me gusta K-pop.
나는 K-pop이 좋아.

접속사 que와 
관계대명사 que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진출

15 7/8~7/13 Me gusta la música latina
나는 라틴 음악이 좋아.

가정미래 및 
가정미래 완료시제 라틴아메리카 음악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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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진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 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김경희

[활동] 바르셀로나대학교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학과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과 스페인어문학과 주임교수

[저서] 대학스페인어문법(2013), 중급스페인어문법(2013), 새로운 스페인어 기본 
문법(2013) 외 다수

김현식

[활동] Unib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북대학교 출강

[저서] 대학스페인어문법(2013), 중급스페인어문법(2013), 고등학교 스페인어 작문
(2014) 등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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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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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15) 행정사실무와 행정절차법

과목 구분
자격준비트랙

학점 Ⅴ(3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법학과

성명 임재홍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행정절차법(행정절차관련 법령 해설 및 행정심판실무)은 행정사 자격시험 신설로 인하여 

향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됨에도 현재 일반대학교나 우리 대학에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음

  ❏ 2014년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이 신설되어 이를 준비하는 우리 대학 학생 및 일반인의 

시험 대비를 위하여 개설하고자 함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인 누구나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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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임재홍(방송대 법학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행정사법
임재홍(방송대 법학과)
김청규(행정사, 박사)

온라인

2 6/3~7/13 행정절차법 1

임재홍(방송대 법학과)
서현민(행정법 박사)

3 6/5~7/13 행정절차법 2

4 6/8~7/13 행정절차법 3

5 6/10~7/13 행정절차법 4

6 6/12~7/13 민원사무처리에 법률 1 임재홍(방송대 법학과)
선은애(행정법 박사)7 6/15~7/13 민원사무처리에 법률 2

8 6/17~7/13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舊 사무관리규정)

임재홍(방송대 법학과)
박주석(행정법 박사)

9 6/19~7/13 행정심판실무 1 김청규(행정사, 행정법 박사)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행정심판실무 2

김청규(행정사, 행정법 박사)
11 6/29~7/13 행정심판실무 3

12 7/1~7/13 행정심판실무 4

13 7/3~7/13 행정심판실무 5

14 7/6~7/13 계약법 실무
김재완 교수(방송대 법학과)

15 7/8~7/13 비송사건절차법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진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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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임재홍
現,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인하대학교 대학원(박사)
[경력]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0-2011)

김청규
現, 행정사 및 방송대학교 튜터
[학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 및 박사)
[경력] 대한행정사협회 사무국장

서현민 現, 방송대학교 튜터
[경력] 충북대학교 입학사정관

선은애
現, 방송대학교 튜터
[학력] 목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 및 박사)
[경력] 세종대학교 시간강사

박주석
現, 방송대학교 튜터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박사)
[경력] 안양대 시간강사

김재완
現, 방송대학교 전임대우 강의교수
[학력]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경력]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주관식 약술형, 5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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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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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16) 초등돌봄교육개론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V(3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명 윤여각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초등돌봄교육의 확대 정책에 따른 체계적 질 관리 방안 모색

  ❏ 초등돌봄교실 전담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 및 연수 체계 방안 마련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 초등돌봄교육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

     - 현재 초등돌봄교실 전담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초등돌봄교실 전담강사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인 또는 현재 초등돌봄교실 전담강사로 재직 중인 자 중 실무역량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

   ※ 민간자격증 관련 과정이 아님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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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윤여각(방송대 교육학과)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방과후돌봄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2 6/3~7/13 방과후돌봄 교육프로그램의 발전과정과 방향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3 6/5~7/13 북유럽의 종합학교 운영 방과후 활동 양애경
(한국교육개발원)

4 6/8~7/13 초등돌봄과 초등교육 윤여각
(방송대 교육학과)

5 6/10~7/13 방과후 돌봄교육 교사론 송광용
(서울교대)

6 6/12~7/13 초등학생의 발달특성 이해 김영빈
(방송대 교육학과)

7 6/15~7/13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해 김창복
(서울교대)

8 6/17~7/13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초등돌봄교육의 연계 송정기
(서울삼정초)

9 6/19~7/13 초등돌봄교육 지도를 위한 운영관리 양윤이
((사)초등학교 보육교사연합회)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초등돌봄교육 지도를 위한 교육환경 임세훈
(서울양화초)

11 6/29~7/13 초등돌봄교육 지도를 위한 교수방법 송광용
(서울교대)

12 7/1~7/13 학년별 발달특성에 따른 지도방법 남미애
(서울신성초)

13 7/3~7/13 특수아동의 지도방법 이은경
(청담심리클리닉)

14 7/6~7/13 초등돌봄교육 지도를 위한 상담 김영빈
(방송대 교육학과)

15 7/8~7/13 현행 초등돌봄교육의 평가 및 발전방향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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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윤여각  방송대 교육학과 교수

양윤이  사)초등학교 보육교사연합회 이사장

임세훈  서울양화초등학교 교장

남미애  서울신성초등학교 교장

김창복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장

송광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양애경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 연구원

김영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수

송정기  서울삼정초등학교 교장

이은경  청담심리클리닉 소장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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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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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17) 초등돌봄교육실무론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V(3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명 윤여각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초등돌봄교육의 확대 정책에 따른 체계적 질 관리 방안 모색

  ❏ 초등돌봄교실 전담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 및 연수 체계 방안 마련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초등돌봄교육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

     - 현재 초등돌봄교실 전담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초등돌봄교실 전담강사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인 

또는 현재 초등돌봄교실 전담강사로 재직 중인 자 중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

   ※ 민간자격증 과정이 아님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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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윤여각(방송대 교육학과)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초등돌봄교육의 계획안 구성 양애경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2 6/3~7/13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임세훈
(서울양화초)

3 6/5~7/13 정규교과과정 연계의 실제 송정기
(서울삼정초)

4 6/8~7/13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허억
(안전실천시민연합)

5 6/10~7/13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안정미
(충남아산 신창중)

6 6/12~7/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허억
(안전실천시민연합)

7 6/15~7/13 영양 및 보건교육의 실제 안정미
(충남아산 신창중)

8 6/17~7/13 생활지도의 실제 윤선근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두드림)

9 6/19~7/13 숙제지도의 실제 남미애
(서울신성초)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특별활동지도의 실제 윤선근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두드림)

11 6/29~7/13 상담지도의 실제 이은경
(청담심리클리닉)

12 7/1~7/13 창의․인성 프로그램의 실제 김창복
(서울교대)

13 7/3~7/13 연계프로그램의 실제 양윤이
((사)초등학교 보육교사연합회)

14 7/6~7/13 운영사례 유은심
(충남서천부내초)

15 7/8~7/13 자기개발의 실제 송광용
(서울교육대)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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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양윤이  사)초등학교 보육교사연합회 이사장

임세훈  서울양화초등학교 교장

남미애  서울신성초등학교 교장

김창복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허  억  안전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송광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양애경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 연구원

송정기  서울삼정초등학교 교장

윤선근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두드림 대표이사

안정미  충남아산 신창중학교 보건교사

이은경  청담심리클리닉 소장

유은심  충남서천부내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강사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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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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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18) 어린이 중국어/한자 이해와 교수법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성명 변지원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중국어 및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아동의 발달상황을 고려한 중국어/한자 지

도 교육 프로그램

  ❏ 중국어/한자 지도법과 실제를 학습하여 자녀 및 학생의 중국어/한자 지도에 활용

  ❏ 어린이 중국어/한자 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및 취업준비과정 중 일부 과정

     (중국어/한자지도사 관련 3개 교과목(어린이중국어/한자 이해와 교수법, 중국어/한자 

지도의 실제 1, 중국어/한자 지도의 실제 2) 수료시 민간자격시험 응시 가능)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중국어/한자지도에 관심이 있는 자

   ※ 관련학과 2학년 이수 이상의 중국어/한자 수준이 있는 분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을 권고함.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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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변지원 교수(방송대 중문학과)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어린이 중국어 교육과 교사 변지원

(방송대 중문학과 교수)

온라인

글로벌 시대의 중국어

2 6/3~7/13
한자의 성격과 중국어

김석영
(서울대 언어교육원 연구원)

한자의 역사와 간화자

3 6/5~7/13
한자의 분류와 한자의 정리
예술로 승화된 한자

4 6/8~7/13
단어의 구조와 분류
어휘의 총점

5 6/10~7/13
중국어의 숙어
단어와 의미

6 6/12~7/13
중국어 문법 개요
중국어 음절구조와 말소리

7 6/15~7/13
중국어의 음운변동 엄익상

(한양대 중문학과 교수)중국어의 다양한 중첩형식

8 6/17~7/13
반절에서 한어병음까지 오문의

(방송대 중문학과 교수)언어습득과 제2언어 습득

9 6/19~7/13
청화식 교수법 김석영

(서울대 언어교육원 연구원)전신반응식 교수법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총체적 언어 중심법

김석영
(서울대 언어교육원 연구원)

자연적 접근법

11 6/29~7/13
공동체 언어 학습법
의사소통중심법

12 7/1~7/13
협력학습 접근법
과업 중심 교수법

13 7/3~7/13
교수법 발전의 역사와 정신
말하기 지도

14 7/6~7/13
듣기 지도 송지현

(안양대 중국어과 교수)읽기 지도

15 7/8~7/13
쓰기 지도 전용진

(서울대 박사)교수법을 넘어서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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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변지원
방송대 중문학과 교수
프랑스 국립사회과학 고등연구원 박사
<저서> 언어로 본 중국사회(2008), 만다린, 어디서 왔는가(2009)

김석영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구원
復旦대학 박사
<저서> 중국어의 비밀 공저(2012)

김성곤 방송대 중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박사

엄익상
한양대학교 중문학과 교수
인디애나대학교 박사
<저서> 중국한자음 한국식으로 보기(2008) 

오문의 방송대 중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박사

송지현 안양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北京대학 박사

전용진 서울대 박사, 석사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69 -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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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19) 중국어/한자 지도의 실제 1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성명 변지원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중국어 및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아동의 발달상황을 고려한 중국어/한자 지

도 교육 프로그램

  ❏ 어린이 중국어/한자 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및 취업준비과정 중 일부 과정

     (중국어/한자지도사 관련 3개 교과목(어린이중국어/한자 이해와 교수법, 중국어/한자 

지도의 실제 1, 중국어/한자 지도의 실제 2) 수료시 민간자격시험 응시 가능)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중국어/한자지도에 관심이 있는 자

   ※ 관련학과 2학년 이수 이상의 중국어/한자 수준이 있는 분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을 권고함.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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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변지원 교수(방송대 중문학과)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성조타이지를 배워요

신미경(서울대 비전임강사)

온라인

알쏠달쏭 비슷한 소리

2 6/3~7/13
내 이름은 동동
개굴개굴 개구리

3 6/5~7/13
노래로 배우는 중국어

송지현(안양대 중국어과 교수)
챈트로 배우는 중국어

4 6/8~7/13
빙빙돌다 날아봐

신미경(서울대 비전임강사)보물을 찾아라

5 6/10~7/13
나비야 날아라
던지고 하나! 둘! 셋!

전용진(서울대 박사)
6 6/12~7/13

여우야! 여우야!
내가 좋아하는 운동

7 6/15~7/13
야채 도장 찍기

신미경(서울대 비전임강사)
내몸을 그려볼까?

8 6/17~7/13
짜장면을 만들어요

구경숙(방송대 중문학과 전임대우강의교수)
만약에 00이 없다면?

9 6/19~7/13
바나나를 주세요.

신미경(서울대 비전임강사)
네 기분을 말해봐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무엇이 없을까? 신미경(서울대 비전임강사)

무엇을 타고 싶니? 전용진(서울대 박사)

11 6/29~7/13
쫓아오지마, 무서워-동화

신미경
(서울대 비전임강사)

쫓아오지마, 무서워-연극

12 7/1~7/1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울긋불긋 롄푸

13 7/3~7/13
나는야 왕희지

구경숙(방송대 중문학과 전임대우강의교수)
중국의 손님맞이

14 7/6~7/13
중국 사방치기 전용진(서울대 박사)

겨울-주제탐구표현활동 프로그램
신미경(서울대 비전임강사)

15 7/8~7/13
교구제작

유아를 위한 교실중국어 변지원(방송대 중문학과교수)
방금화(방송대 중문학과 객원교수)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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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신미경
서울대학교 비전임강사
서울대학교 박사

송지현
안양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北京대학 박사

전용진 서울대 박사, 석사

구경숙
방송대 중문학과 전임대우 강의 교수
南開대학 박사

김정심
화랑유치원, 그림나라어린이집, 하남유치원 중국어 교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 학사

변지원
방송대 중문학과 교수
프랑스 국립사회과학 고등연구원 박사
<저서> 언어로 본 중국사회(2008), 만다린, 어디서 왔는가(2009)

방금화 방송대 중문학과 객원교수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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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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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20) 중국어/한자 지도의 실제 2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성명 변지원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중국어 및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아동의 발달상황을 고려한 중국어/한자 지

도 교육 프로그램

  ❏ 중국어/한자 지도법과 실제를 학습하여 자녀 및 학생의 중국어/한자 지도에 활용

  ❏ 어린이 중국어/한자 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및 취업준비과정 중 일부 과정

     (중국어/한자지도사 관련 3개 교과목(어린이중국어/한자 이해와 교수법, 중국어/한자 

지도의 실제 1, 중국어/한자 지도의 실제 2) 수료시 민간자격시험 응시 가능)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중국어/한자지도에 관심이 있는 자

   ※ 관련학과 2학년 이수 이상의 중국어/한자 수준이 있는 분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을 권고함.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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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변지원 교수(방송대 중문학과)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악보로  그려요-성조

변지원(방송대 중문학과 교수)

온라인

체조 타이지/한자 타이지

2 6/3~7/13
노래로 배우는 중국어

송지현(안양대교수)
챈트로 배우는 중국어

3 6/5~7/13
중국노래 배우기

전용진(서울대강사)
동물 울음 소리 맞추기

4 6/8~7/13
이름표를 만들자

구경숙(방송대교수)
신나는 종이 놀이터

5 6/10~7/13
시계 만들기 전용진(서울대강사)

시간표 만들기

구경숙(방송대교수)6 6/12~7/13
클레이아트 : 우리 동네 만들기
북 아트 : 미니 북 만들기

7 6/15~7/13
종이오리기
초대장 만들기와 달력 익히기 전용진(서울대강사)

8 6/17~7/13
사령관 게임놀이

구경숙(방송대교수)두근두근 주사위 놀이

9 6/19~7/13
귓속말 전달
명화 속 다른 그림 찾기 전용진(서울대강사)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빙고 게임

전용진(서울대강사)글자를 만들어요

11 6/29~7/13
饶口令
요리로 배우는 중국어 구경숙(방송대교수)

12 7/1~7/13
교육마술

전용진(서울대강사)

동화구연과 역할극

13 7/3~7/13
서계여행
스크린 중국어

14 7/6~7/13
멀티미디어 기기 활용
교구제작 전용진,김정심

15 7/8~7/13
교안작성 및 실습 전용진(서울대강사)

초등 어린이를 위한 교실중국어 변지원, 방금화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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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김석영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구원
復旦대학 박사
<저서> 중국어의 비밀 공저(2012)

구경숙
방송대 중문학과 전임대우 강의 교수
南開대학 박사

송지현
안양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北京대학 박사

전용진
서울대 박사
서울대 석사

변지원
방송대 중문학과 교수
프랑스 국립사회과학 고등연구원 박사
<저서> 언어로 본 중국사회(2008), 만다린, 어디서 왔는가(2009)

방금화 방송대 중문학과 객원교수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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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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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21)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2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Ⅴ(3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성명 김영인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창의융합교육의 필요성 증대로 교육의 각 분야에 예술장르의 융합이 권장되고 있음

  ❏ 교육연극은 청소년지도와 청소년기의 자녀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가

능성이 높음

  ❏ 2012년 문화예술교육법 개정으로 사회의 각 분야(학교, 기업,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 및 교육

연극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자유학기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공감능력의 함양과 진로탐색에 적절한 선택프로그램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음

  ❏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2, 3 모두 수료 시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KULA)‘교육

연극지도사’취득시험 응시자격부여

  ❏ 민간자격 「교육연극지도사」 취득방법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3
(1학점/오프라인)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1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2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2

(3학점/온오프혼합)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3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3학점/온라인)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4

민간자격시험 
실기점수

부여(50점)

민간자격시험 
원서접수

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www.kula.or.kr)

※ 범례
□ 프라임칼리지
□ KULA
― 필수 수강
..... 선택 수강

민간자격시험 
필기시험
응시(50점)

필기50:실기50
합산하여

60점 이상 시
교육연극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 필수 수강 】 【 선택 수강 】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1을 수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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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12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230,000원(실습비 포함, 별도 할인 없음)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김영인(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 (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별 75분 강의로 구성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 청소년을 위한 교육연극의 제도화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교육연극

김영인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온라인

2 6/3~7/13
▪ 청소년의 고민해결과 교육연극
  -학교폭력의 예방, 인터넷 중독 예방 등

권재원
(풍성중)

3 6/5~7/13
▪ 다양한 교육연극의 접근
  -T.I.E(Theatre In Education)
  -다양한 주제로 연극 만들고 공연하고 토론하기 

김병주
(서울교대)

4 6/8~7/13
▪ 다양한 교육연극의 접근
  - Youth Theatre 

김병주
(서울교대)

5 6/10~7/13
▪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과거의 소환 : 과거 선택의 순간을 연극으로 체험하기

구민정
(방이중)

6 6/12~7/13 ▪ 창의적 사고 및 표현 구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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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진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 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김영인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권재원
풍성중학교 교사
서울대학교 박사

김병주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연극학회 부회장

구민정
방이중학교 교사
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교육)

노지향
극단‘해’대표
사단법인 행복공장 상임이사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9차시 6차시 1회 1회 - -
점수 20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예비 텍스트 제작 후 연극으로 체험하기 (방이중)

7 6/15~7/13
▪ 내가 전문가라면 
  -드라마로 살아보기: 전문가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보는 드라마

구민정
(방이중)

8 6/17~7/13
▪ 퍼포먼스 –꿈을 이룬 사람들 
  -청소년의 진로교육 연극으로 구성해보기

구민정
(방이중)

9 6/19~7/13
▪ 포럼연극(froum theare)의 특성 및 활용
  -연극과 포럼 그리고 조커 

김병주
(서울교대)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7/4 (토)

09:00~12:00
<실습>▪ 공감능력 함양과 교육연극
  -소통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활용-자기내면 성찰

구민정
(방이중)

김명주
(서울교대)

노지향
(극단‘解’대표)

오프
라인

11
7/4 (토)

13:00~16:00
<실습>▪ 공감능력 함양과 교육연극
  -소통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활용-부모와 자녀

12
7/4 (토)

16:00~19:00
<실습>▪ 공감능력 함양과 교육연극
  -소통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활용-상처 입은 사람들

13
7/5 (일)

09:00~12:00
<실습>▪ 공연제작(1)
  -교육연극 프로그램 제작 실습

14
7/5 (일)

13:00~16:00
<실습>▪ 공연제작(2)
  -교육연극 프로그램 제작 실습

15
7/5 (일)

16:00~19:00
<실습>▪ 공연제작(3)
  -교육연극 프로그램 제작 실습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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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습수업 안내

실습 장소 실습 일정 실습 관련 안내

서울지역대학
(뚝섬역)

2015.7.4.(토) 09:00~12:00, 13:00~19:00
2015.7.5.(일) 09:00~12:00, 13:00~19:00

(18H)

3개 반으로 운영하며, 분반별 40명으로 운영함.
수강인원 30명 미만일 시 실습이 진행되지 않음.

(개별연락 후 환불됨)

9.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학습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실습)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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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 민간자격시험 관련 :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2, 3 모두 수료시 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KULA) ‘교육연극지도사’취득시험 응시자격부여

10.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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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신규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22)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3

과목 구분
전문자격준비교육

학점 Ⅴ(1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성명 김영인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창의융합교육의 필요성 증대로 교육의 각 분야에 예술장르의 융합이 권장되고 있음

  ❏ 교육연극은 청소년지도와 청소년기의 자녀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하

는 것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음

  ❏ 기 개설된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2」의 실기를 심화하여 실습하고 

교육연극지도사 자격 취득시험의 실기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

※ 교육연극지도사 자격취득시험 평가 방식: 필기 50%, 실기 50%

  ❏ 교육연극지도사 1, 2 과정 수강생들의 오프라인 실습 심화 과정 개설 요구 수렴

  ❏ 교육연극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후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실기능력 함양을 위해 

필요성이 큼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2」의 기 수료자 중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http://www.kula.or.kr)에서 시행하는

   교육연극지도사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교육연극에 대한 이론과 실기에 관해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자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부터 학점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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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민간자격 「교육연극지도사」 취득방법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3
(1학점/오프라인)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1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2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2

(3학점/온오프혼합)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3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3학점/온라인)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4

민간자격시험 
실기점수

부여(50점)

민간자격시험 
원서접수

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www.kula.or.kr)

※ 범례
□ 프라임칼리지
□ KULA
― 필수 수강
..... 선택 수강

민간자격시험 
필기시험

응시(50점)

필기50:실기50
합산하여

60점 이상 시
교육연극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 필수 수강 】 【 선택 수강 】

  ❏ 모집인원 : 75명(선착순 마감/2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181,500원(별도 할인 없음)

4. 신청 기간 : 2015.5.6(수)10:00 ~ 5.22(금)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되며, 25명 명 미만 시 폐강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7월(차시별 3시간 실습×5차시로 구성)

차시 교육일정 교육 내용 강사명(소속)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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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김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노지향
극단 ‘해(解)’ 대표
사단법인 행복공장 상임이사

김병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연극전공 교수
한국교육연극학회 부회장

구민정
방이중학교 교사
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교육)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 5차시(15H) 1회 - 1회 -
점수 20 30 50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사전과제 실기시험

차시 교육일정 교육 내용 강사명(소속) 교육방법

1
7/11, 토

(13:00~16:00)

1) 프로그램 제작 실습 및 평가 방법 등 안내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의 가이드라인 소개
 -주제, 대상, 드라마 기법, 프로그램 양식 소개
2) 드라마 프로그램 실습(1)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실습
3) 드라마 프로그램 실습(2)

노지향(극단‘解’대표)

구민정(방이중학교)

김병주(서울교육대)

오프
라인

2
7/11, 토

(16:00~19:00)

1) 모둠구성 및 드라마 프로그램 제작 워밍업
 -모둠 구성원 4명/4가지의 활동을 나누어 맡음
2) 모둠별 활동 
 -주제와 대상에 대한 논의 및 개요 작성
3) 전체 활동
 -프로그램 개요 발표/모둠별 내용 조정

3
7/12, 일

(09:00~12:00)

1) 팀별 프로젝트 발표 준비
 -모둠별 대상, 주제, 양식을 고려
2) 팀별 프로젝트 발표 준비
 -프로그램 발표 준비
3) 팀 프로젝트 발표 (1)
 -모둠 구성원 4명/4가지의 활동을 나누어 맡음

4
7/12, 일

(13:00~16:00)

1) 팀 프로젝트 발표 (2)
2) 팀 프로젝트 발표 (3)
3) 팀 프로젝트 발표 (4)

5
7/12, 일

(16:00~19:00)

1) 팀 프로젝트 발표 (5)
2) 전체 피드백
 -팀별 ・개인별프로그램 제작 소감 발표
3) 전체 피드백
 -질의 응답

7/11(토)~7/12(일) 재택과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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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점 2015.7.12.(일) 19시까지
12시간 이상 참석 시 20점 부여
-3시간 초과 불참 시 미이수됨-

과제 30점 2015.7.12.(일) 19시까지
오프라인 실습 시 제출

(과제게시판에서 과제물 주제 다운로드)
사전 작성 후 실습 시 제출

오프라인 시험 50점
2015.7.11.(토) 13:00~
2015.7.12.(일) 19:00~

실습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
(민간자격시험의 실기점수로 반영)

합계 100점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100% 달성, 총점 60점 이상시 수료

   ❏ 성적조회기간 : 2015.7.14.(화) 09:00 ~ 2015.7.16.(목)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성적확정 및 증명서 발급 : 2015.7.17.(금)부터 수료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

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실습수업 안내

실습 장소 실습 일정 실습 관련 안내

서울지역대학
(뚝섬역)

804호,805호,
612호,513호.

2015.7.11.(토)~
2015.7.12.(일)~

 3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분반별 25명 정원으로 운영함.
수강인원 20명 미만일 시 실습이 진행되지 않음.

(개별연락 후 환불됨)

-실습수업의 미참석시 민간자격시험 실기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없으므로 필수 참석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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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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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신규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23)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3

과목 구분
전문자격준비교육

학점 비학점 Ⅴ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성명 김영인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창의융합교육의 필요성 증대로 교육의 각 분야에 예술장르의 융합이 권장되고 있음

  ❏ 교육연극은 청소년지도와 청소년기의 자녀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하

는 것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음

  ❏ 기 개설된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2」의 실습 보강을 위한 과정으로, 

학부모와 예술교육 종사자 및 교사 등 교육연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실

기 지도능력 증진시키고자 함

  ❏ 교육연극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후 실질적인 교육연극 지도 활동을 위한 실무능력

을 함양하고자 오프라인 실습에 대한 학습자 요구와 필요가 높음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2의 수강생 및 기 수료자

  교육연극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마감/2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72,000원(별도 할인 없음)

4. 신청 기간 : 2015.5.13(수)10:00 ~ 6.10(수)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되며, 25명 명 미만 시 폐강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 89 -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5월(차시별 3시간 실습×2차시로 구성)

  ❏ 강사 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김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노지향
극단 ‘해(解)’ 대표
사단법인 행복공장 상임이사

김병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연극전공 교수
한국교육연극학회 부회장

구민정
방이중학교 교사
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교육)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 2차시(6H) - - - -
점수 100
비고 불참 시 수료불가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100점 2015.6.13.(토) 19:00기준
실습 전체 참석 시 부여

-1차시라도 불참 시 미이수됨-
합계 100점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100% 달성, 총점 60점 이상시 수료

   ❏ 성적조회기간 : 2015.6.16.(화) 09:00 ~ 2015.6.18.(목)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성적확정 및 증명서 발급 : 2015.6.19.(금)부터 이수증 발급 가능

9. 실습수업 안내

차시 교육일정 교육 내용 강사명(소속) 교육방법

1
6/13, 토

(13:00~16:00)

1) 청소년의 고민해결과 교육연극
  - 학교폭력의 예방, 인터넷 중독 예방 등
2) 융합 수업과 교육연극(자유학기제 준비)
  - 교과 간 융합 수업과 교육연극의 적용
3) 내가 전문가라면(자유학기제 준비)
  - 드라마로 살아보기: 전문가가 되어 문제를 해결

해 보는 드라마
4) 퍼포먼스 - 꿈을 이룬 사람들(진로교육)
  - 청소년의 진로교육 연극으로 구성해보기

구민정(방이중학교)
오프
라인

2
6/13, 토

(16: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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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장소 실습 일정 실습 관련 안내
서울지역대학

(뚝섬역)
804호
805호
513호

2015.6.13.(토)

 25명 정원으로 운영함.
수강인원 20명 미만일 시 실습이 진행되지 않음.

(개별연락 후 환불됨)
-민간자격시험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을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은 아님-

   ❏ 민간자격 「교육연극지도사」 취득방법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3
(1학점/오프라인)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1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2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2

(3학점/온오프혼합)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3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3학점/온라인)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4

민간자격시험 
실기점수

부여(50점)

민간자격시험 
원서접수

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www.kula.or.kr)

※ 범례
□ 프라임칼리지
□ KULA
― 필수 수강
..... 선택 수강

민간자격시험 
필기시험

응시(50점)

필기50:실기50
합산하여

60점 이상 시
교육연극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 필수 수강 】 【 선택 수강 】

10.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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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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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신규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24)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4

과목 구분
전문자격준비교육

학점 비학점 Ⅴ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성명 김영인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창의융합교육의 필요성 증대로 교육의 각 분야에 예술장르의 융합이 권장되고 있음

  ❏ 교육연극은 청소년지도와 청소년기의 자녀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하

는 것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음

  ❏ 기 개설된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2」의 실습 보강을 위한 과정으로, 

학부모와 예술교육 종사자 및 교사 등 교육연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실

기 지도능력 증진시키고자 함

  ❏ 교육연극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후 실질적인 교육연극 지도 활동을 위한 실무능력

을 함양하고자 오프라인 실습에 대한 학습자 요구와 필요가 높음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2의 수강생 및 기 수료자

  교육연극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마감/2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72,000원(별도 할인 없음)

4. 신청 기간 : 2015.5.13.(수)10:00 ~ 6.24(수)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되며, 25명 명 미만 시 폐강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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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차시별 3시간 실습×2차시로 구성)

  ❏ 강사 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김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노지향
극단 ‘해(解)’ 대표
사단법인 행복공장 상임이사

김병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연극전공 교수
한국교육연극학회 부회장

구민정
방이중학교 교사
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교육)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 2차시(6H) - - - -
점수 100
비고 불참 시 수료불가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100점 2015.6.27.(토) 19:00기준
실습 전체 참석 시 부여

-1차시라도 불참 시 미이수됨-

합계 100점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100% 달성, 총점 60점 이상시 수료

   ❏ 성적조회기간 : 2015.6.30.(화) 09:00 ~ 2015.7.2.(목)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성적확정 및 증명서 발급 : 2015.7.3.(금)부터 이수증 발급 가능

9. 실습수업 안내

차시 교육일정 교육 내용 강사명(소속) 교육방법

1
6/27, 토

(13:00~16:00)

1) 교육연극과 포럼연극
  - 포럼연극의 이해
2) 포럼연극의 활용
  - 포럼연극의 구성
  - 조커의 역할
3) 공감능력 함양과 교육연극
  - 소통을 위한 교육연극의 활용
  - 나 들여다 보기/나와 남 이해하기

①
노지향(극단‘解’대표)

②
구민정(방이중학교)

③
김병주(서울교육대)

오프
라인

2
6/27, 토

(16: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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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장소 실습 일정 실습 관련 안내

서울지역대학
(뚝섬역)
804호
805호
612호

2015.6.27.(토)

25명 정원으로 운영함.
수강인원 20명 미만일 시 실습이 진행되지 않음.

(개별연락 후 환불됨)

-민간자격시험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을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은 아님-

   ❏ 민간자격 「교육연극지도사」 취득방법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3
(1학점/오프라인)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1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2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2

(3학점/온오프혼합)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3

교육연극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3학점/온라인)

교육연극지도사 
워크숍 4

민간자격시험 
실기점수

부여(50점)

민간자격시험 
원서접수

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www.kula.or.kr)

※ 범례
□ 프라임칼리지
□ KULA
― 필수 수강
..... 선택 수강

민간자격시험 
필기시험
응시(50점)

필기50:실기50
합산하여

60점 이상 시
교육연극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 필수 수강 】 【 선택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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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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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25)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취득준비과정 1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Ⅴ(3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사)한국꽃예술학회 

성명 정연순 직위(급) 명예회장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꽃·나무놀이를 통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의 정서순화 및 인성교육의 필요

  ❏ 실버세대의 취미·여가 및 교양교육의 필요

  ❏ 꽃·나무놀이인성교육의 기초이론과 실습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취득준비과정 1, 2 모두 수료시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

원협의회(KULA)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민간자격 취득시험 응시자격 부여

※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취득준비과정1,2 수료시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민간자격시험 응시가 가

능합니다.

    민간자격시험은 실기 50점 : 필기 50점으로 이루어지며 실기시험은 본 교과목(과목2의 15차시) 

실습 과정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하고자하시는 수강생은 

오프라인 실습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꽃·나무놀이 인성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 꽃나무를 활용한‘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관련 종사자 누구나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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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4,5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정연순((사)한국꽃예술학회 명예회장)

  ❏ 운영일정 : 2015. 6월 ~ 7월(매주 월, 수, 금 운영), 각 차시는 25분 강의 3편으로 구성됨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오리엔테이션
꽃‧나무인성교육의 필요성

김애련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교수)

온라인

꽃‧나무인성교육의 목표 
꽃‧나무인성교육의 방법

2 6/3~7/13 인성교육의 방법 
추구

인성교육의 방법 추구1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인성교육의 방법 추구2
인성교육의 방법 추구3

3 6/5~7/13 아름다움의 철학
아름다움의 철학 1

지순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아름다움의 철학 2
아름다움의 철학 3

4 6/8~7/13 아동 발달심리
아동 발달심리  1

김희태
(방송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아동 발달심리  2
아동 발달심리  3

5 6/10~7/13 꽃‧나무놀이 실기
-꽃‧나무의 시한성

꽃‧나무의 시한성 1
나미영

((사)한국꽃예술학회 부회장)
꽃‧나무의 시한성 2
꽃‧나무의 시한성 3

6 6/12~7/13 동양 꽃문화의 
특성

동양 꽃문화의 특성 1  
김혜자

((사)한국꽃예술학회 5대회장)
동양 꽃문화의 특성 2
동양 꽃문화의 특성 3

7 6/15~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여백의 미

여백의 미 1
송성호

((사)한국꽃예술학회 4대회장)
여백의 미 2
여백의 미 3

8 6/17~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양보와 배려

양보와 배려 1
이해화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양보와 배려 2

양보와 배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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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김애련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교수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지순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사)한국꽃예술학회 고문

김희태 방송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나미영 (사)한국꽃예술학회 부회장,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김혜자 (사)한국꽃예술학회 5대회장, 서원대학교 교수 역임

송성호 (사)한국꽃예술학회 4대회장,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이해화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가톨릭전례꽃꽂이연구회 6대회장

김희성 (사)한국꽃예술학회 부회장, 서울여자대학교 강의

김정숙 (사)한국꽃예술학회 이사, 가톨릭전례꽃꽂이연구회 8대회장

한재춘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단국대학교 강의

최명숙 (사)한국꽃예술학회 정회원, 한국시민꽃문화봉사단장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9 6/19~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꽃‧나무의 연성

꽃 ‧ 나무의 자연성 1
김희성

((사)한국꽃예술학회 부회장)
꽃 ‧ 나무의 자연성 2
꽃 ‧ 나무의 자연성 3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질서

질서 1
나미영

((사)한국꽃예술학회 부회장)
질서 2
질서 3

11 6/29~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명절

명절 1
김혜자

((사)한국꽃예술학회 5대회장)
명절 2
명절 3

12 7/1~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색채심리

색채심리 1
송성호

((사)한국꽃예술학회 4대회장)
색채심리 2
색채심리 3

13 7/3~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우정

우정 1
김정숙

((사)한국꽃예술학회 이사)
우정 2
우정 3

14 7/6~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다정한 얼굴

다정한 얼굴 1
한재춘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다정한 얼굴 2
다정한 얼굴 3

15 7/8~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협동

협동1
최명숙

(한국시민꽃문화봉사단장)
협동2
협동3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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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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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26)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취득준비과정 2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Ⅴ(3학점) 비학점 -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사)한국꽃예술학회 

성명 정연순 직위(급) 명예회장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꽃·나무놀이를 통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의 정서순화 및 인성교육의 필요

  ❏ 실버세대의 취미·여가 및 교양교육의 필요

  ❏ 꽃·나무놀이인성교육의 기초이론과 실습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취득준비과정 1, 2 모두 수료시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

원협의회(KULA)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민간자격 취득시험 응시자격 부여

※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취득준비과정1,2 수료시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민간자격시험 응시가 가

능합니다.

    민간자격시험은 실기 50점 : 필기 50점으로 이루어지며 실기시험은 본 교과목(과목2의 15차시) 

실습 과정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하고자하시는 수강생은 

오프라인 실습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서, 꽃·나무놀이 인성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 꽃나무를 활용한‘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관련 종사자 누구나

   - 관련 분야로의 일자리 진입을 희망하는 누구나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

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

됨. 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학점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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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12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160,000원(실습비 포함, 별도 할인 없음)

                      ※ 실습 관련 사항은 8번 참고.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정연순((사)한국꽃예술학회 명예회장)

  ❏ 운영일정 : 2015. 6월 ~ 7월(매주 월, 수, 금 운영), 각 차시는 25분 강의 3편으로 구성됨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습관 기르기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습관 기르기 1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온라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습관 기르기 2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습관 기르기 3

2 6/3~7/13
감사하고 

행복한 습관 
기르기

감사하고 행복한 습관 기르기 1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감사하고 행복한 습관 기르기 2
감사하고 행복한 습관 기르기 3

3 6/5~7/13 한국 
전통예술의 미

한국 전통예술의 미 1
김연주

(단국대학교 교수)
한국 전통예술의 미 2
한국 전통예술의 미 3

4 6/8~7/13 아동 놀이지도 
아동 놀이지도 1

김희태
(방송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아동 놀이지도 2
아동 놀이지도 3

5 6/10~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1
정유진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감사의 마음 2
감사의 마음 3

6 6/12~7/13 서양 꽃문화의 서양 꽃문화의 특성 1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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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김연주 단국대학교 교수

김희태 방송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정유진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청운대학교 교수 

김정희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특성
서양 꽃문화의 특성 2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서양 꽃문화의 특성 3

7 6/15~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가족

가족 1
김정희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가족 2
가족 3

8 6/17~7/13 행사와 장식
- 어버이날

어버이날 1
정유진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어버이날 2
어버이날 3

9 6/19~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사계

사계 1
김혜자

((사)한국꽃예술학회 5대회장)
사계 2
사계 3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이미지

이미지 1
한재춘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이미지 2
이미지 3

11 6/29~7/13
꽃‧나무놀이 

이론과 실기 - 
사랑

사랑 1
이영숙

((사)한국꽃예술학회 회장)
사랑 2
사랑 3

12 7/1~7/13
행사와 장식
-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장식 1
김정희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크리스마스 장식 2
크리스마스 장식 3

13 7/3~7/13 행사와 장식
- 졸업식

졸업식 1
이해화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졸업식 2
졸업식 3

14 7/6~7/13
행사와 장식
- 어린이날의 

공간연출

어린이날의 공간연출 1
나미영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어린이날의 공간연출 2
어린이날의 공간연출 3

15 7/11 (토)
13:00~16:00

실습 및 
실기시험

인성교육사의 자세와 책임
정연순 외 

((사)한국꽃예술학회 명예회장)
오프
라인실습

실기시험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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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4차시 1차시(3시간) 1회 1회 - -
점수 20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실습수업 안내

실습 장소 실습 일정 실습 관련 안내

서울지역대학
(뚝섬역)

2015.7.11.(토)
13:00~16:00

 3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분반별 40명 정원으로 운영함.

-실습수업의 실습시험 미참석시 민간자격시험 실기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없으므로 필수 참석 바람-

9.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실습)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6.24.(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7.(금)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김혜자 (사)한국꽃예술학회 5대회장, 서원대학교 교수 역임 

한재춘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단국대학교 강의 

이영숙 (사)한국꽃예술학회 회장

이해화 (사)한국꽃예술학회 상임이사, 가톨릭전례꽃꽂이연구회 6대회장

나미영 (사)한국꽃예술학회 부회장,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정연순 (사)한국꽃예술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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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취득준비과정1,2 수료시 「꽃나무놀이인성교육사」 민간자격시험 응시가 가

능합니다.

    민간자격시험은 실기 50점 : 필기 50점으로 이루어지며 실기시험은 본 교과목(과목2의 15차시) 

실습 과정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하고자하시는 수강생은 

오프라인 실습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10.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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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위탁운영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27) 북한 사회와 주민생활

과목 구분
위탁운영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통일부 통일교육원

성명 정 은 찬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분단국가이다. 70년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남과 

북에는 상호 대립되는 이념과 체제가 고착되었고, 남북한 주민 간에는 이질성이 

확대되어왔다. 분단 장기화가 남겨놓은 이러한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것은 

분단 종식과 통일을 이루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우리의 몫이다. 

  ❏ 통일은 제도와 체제의 통일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의 통일, 통일시대를 살아갈 남

과 북의 주민 간 마음의 통일이다.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과 북의 사

회통합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질성이 극대화된 상황에

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어쩌면 분단 기간보다 길어질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통일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의 통일을 위한 준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

다.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주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또 그 준비의 첫 걸음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대 권력세습이 존속되는 세계의 유일한 곳 북한과, 그 체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

는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는 남북한 간 이질성 극복의 기초이며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 본 강좌는 한반도 분단시대를 살고 있으며, 향후 통일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며 통일을 위한 준비의 작은 한걸음을 내어 딛어 보고자 마

련한 강좌이다.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북한문제, 남북한 사회통합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생 및 일반인 
   ※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 방송대 학부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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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 수료 후 2015년 8월 졸업(후기졸업)부터 학점 인정 가능.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허브대학운영・홍보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 운영실적

년도 및 학기 수강인원 매출금액 비고

2015년 3월 0명 0원 30명이하 폐강

2015년 1월 63명 5,859,000원

2014년 9월 40명 3,703,500원

   

3. 수강료 : 94,500원(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정은찬(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 ‘북한사회와 주민생활’강의에서는 15차시에 걸쳐 북한 사회체제의 작동원리

(Mechanism)와 북한주민 생활상을  집중 조명한다. 북한은 현재 김일성→ 김정일

→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강행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다. 3대에 걸친 권력

세습, 1인 유일독재의 유지는 그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 대한 규제와 통

제를 수반한다. 이로부터 북한주민의 삶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그의 명령과 지

시에 따라 존속되는 사회체제의 구조적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 본 강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사회체제의 구조적 속성과 북한주민 삶을 

연관시켜 북한체제가 요구하는 주민생활 방식 대(vs) 시대별 변화에 따라 변화되

는 북한주민 생활상을 비교하여 고찰한다. 시대별 북한주민 생활상 변화는 1990

년대 중반 경제난과 화폐개혁이 실시되었던 2009년 12월을 기점으로 한다. 시장

화 현상과 함께 증폭되는 북한주민 가치관 변화, 계층분화 및 계층재구조화, 사

경제활동 증가, 경제적 불평등현상 증대, 외부세계 동경의식 확산 등은 향후 통

일시대 남북한 사회통합을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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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차시로 진행되는 강의는 북한주민의 삶과 현재 남한에서의 우리의 삶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이해함과 아울러, 통일한국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북한주민들과의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데서 어떤 차이들을 극복해가야 하는지 습득하는 기회를 제

공하게 될 것이다. 

  ❏ 1~4차시에서는 북한사회와 주민을 고찰하는 관점, 북한사회의 구조적 속성, 북한

사회의 계층구조와 통제방식,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중점을 둔 내용을 

다룬다. 5~13차시에서는 북한주민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이 계층별, 직

업별, 성별에 따라 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세부적으로 전개된다. 14차시에서는 북

한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실태를 남북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하며, 마지

막 15차시에서는 북한체제의 생존력을 진단하고, 통일을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 강의를 맡은 정은찬 교수는 탈북민 출신의 현(現)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이다.  

정교수는 재북 당시 대학교수를 역임하였고, 한국 정착 이후 8년간 대학에서 강

의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체험하였던 북한에서의 삶

과 10년 간의 남한 정착생활 경험을 녹여낸 생생한 강의는 이 강좌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7월(매주 월, 수, 금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세부 교육 내용 강사 교육방법

1 6/1~7/13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1.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의 의미
2. 한반도 주변환경 변화, 남북한 현 주소
3. 북한 사회와 주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정은찬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온라인

2 6/3~7/13 북한사회의 구조적 
속성 분해

1. 북한사회의 작동원리
2. 북한의 권력기관 구성
3. 북한 3대 권력세습 구조적 속성

3 6/5~7/13
북한사회의 
계층구조와 
통제방식

1. 북한 사회정책의 기본
2. 북한사회 계급·계층구조
3. 북한사회의 주민통제 방식

4 6/8~7/13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1. 북한주민 가치관, 의식구조 형성과정
2. 북한주민 가치관, 의식구조의 특징
3. 북한주민 가치관, 의식구조의 변화·한계

5 6/10~7/13 북한의 정치체제와 
주민 조직생활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2. 북한주민의 정치조직생활 방식
3.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 조직생활 변화 양상

6 6/12~7/13
북한경제의 현 

주소, 주민 
食衣住생활

1. 북한경제의 현 주소
2. 국가공급제도와 주민 식의주생활
3. 북한주민 생존방식 변화와 불평등 양상

7 6/15~7/13 장마당, 북한주민 
삶의 지형을 바꾸다

1. 북한 계획경제 하에 장마당 출현
2. 북한의 시장확산과 주민 경제생활
3. 시장화 현상이 북한주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8 6/17~7/13
노동자·농민, 
북한사회의 
주체인가

1. 북한사회에서 노동자·농민의 지위
2. 노동자·농민의 직업배치, 경제생활
3. 경제난과 북한 근로자의 삶의 변화

9 6/19~7/13 남녀평등권과 
북한여성의 삶

1. 남녀평등권, 북한여성에게 어떤 혜택을?
2. 북한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3.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 삶의 변화

10 6/26~7/13 북한의 가족제도와 
가정생활

1. 북한의 가족법과 가족제도
2. 북한주민의 결혼과 가족형성
3.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실상

11 6/29~7/13 북한 학생들의 
생활일상 엿보기

1. 북한 교육제도의 특징
2. 북한 학생들의 생활일상(보통교육·고등교육)
3. 교육정책, 현실 괴리-경제난 후 북한 학생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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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 평가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점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과제 30점 2015.6.24.(수) 2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 시험 50점 2015.7.14.(화)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합계 100점

12 7/1~7/13
북한의 

‘전민군사복무제’와 
군인생활

1. 북한 군사제도의 특징
2. ‘전민군사복무제’와 군생활 준칙
3. 북한 정규군, 예비군 훈련 및 생활

과제 6/24(수)
2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과제게시판

13 7/3~7/13
우리와 같은가 

다른가? 
북한 문화생활

1. 북한의 도덕과 예의범절, 생활문화
2. 북한의 명절과 민속문화
3. 북한의 언어, 방송언론, 주민 문화생활

14 7/6~7/13
북한 보건의료 

실태, 사회복지 현 
주소

1. 북한 무상치료제도의 허와 실
2.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와 현황

15 7/8~7/13
향후 북한 전망,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북한사회 계층별 격차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
2. 김정은체제의 생존력 진단과 향후 전망
3. 통일을 위한 대도약- 우리의 과제

시험 7/14(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시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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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1.(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6.(목) 09:00 ~ 2015.7.21(화) 18: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성적확정 및 증명서 발급 : 2015.7.22.(수)부터 수료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 서비스기간 : 2015.8.31.(월)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업예정

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허브대학운영・홍보팀) 02-3668-445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 과정 특전

   ❏ 수강 후, 우수 수강생을 선발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 프로그

램 참여기회 제공

    - 2015「통일리더캠프(국내)」 MOU대학 캠프 

     ·참기비 : 전액 무료

     ·참가 일정 : 2015년 5월 29일(금) ~ 30일(토)

     ·참가 특전 : 우수 참가자에게 통일리더캠프(국외_백두산 및 압록강 일대 ) 참가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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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28) 심리상담사 취득 준비과정 1

상담이론 기초 및 적용영역 실제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비학점 V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교육학과

성명 전용오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상담 분야 학습 및 자격 준비과정 교육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교육과정 개발 필요

  ❏ 상담이론 및 실제에 관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한 상담전문가로서의 자질 및 능력 함양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상담 분야 전문지식 습득과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송대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60,0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 기존 프라임칼리지 교과목 “상담의 이해”, “상담의 실제” 재구성 과정으로 기수료자 할인혜택 제공

두과목 모두 수료한 수강생 두과목 중 1과목만 수료한 수강생

무료 50% 할인

전화로 신청 → 수강과목 확인 후 등록 → 운영자 연락 → 강의 수강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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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전용오 교수(방송대 교육학과)

  ❏ 운영일정 : 2015. 6월 ~ 8월 (매주 수 운영)   ※ 차시별 45분 강의 3개로 구성되어 있음.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3 (수)
19:00~22:00

총론: 강좌 개관
<지역대학 영상강의실 출석> 전용오(방송대 교육학과)

오프
라인

2 6/10~8/11 정신분석의 이론과 실제 신희천(아주대 심리학과)

온라인

3 6/17~8/11 행동수정의 이론과 실제 전용오(방송대 교육학과)

4 6/24~8/11 인간중심상담의 이론과 실제 임은미(전북대 교육학과)

5 7/1~8/11 인지상담의 이론과 실제 손진희(선문대 상담산업심리학과)

6 7/8~8/11 행동상 문제의 이해와 지도 황매향(경인교대 교육학과)

7 7/15~8/11 학업문제의 이해와 지도 김동일(서울대 교육학과)

8 7/22~8/11 인간관계문제의 이해와 지도 주영아(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9 7/29~8/11 진로문제의 이해와 지도 김봉환(숙명여대 교육학과)

10 8/5~8/11 특수아의 이해와 지도 신현기(단국대 특수교육과)

시험 8/12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전용오 방송대 교육학과
신희천 아주대 심리학과
임은미 전북대 교육학과
손진희 선문대 상담산업심리학과
황매향 경인교대 교육학과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주영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봉환 숙명여대 교육학과
신현기 단국대 특수교육과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9차시 1차시(3시간) - 1회 - -
점수 40 - 6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시험게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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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40
개강특강 : 2015.6.3.(수) 19:00~22:00

지역대학 영상강의실
(개강특강+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온라인강의 : 2015.8.11.(화) 24:00 기준

온라인시험 60 2015.8.12.(수)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30문항, 4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개강특강 출석 포함 전체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수료

   ❏ 성적조회기간 : 2015.8.14(금) 09:00 ~ 8.18(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성적 이의신청 : 2015.8.14(금) 09:00 ~ 8.18(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발급 : 2015.8.19.(수)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 이수 결과 인정 

    - 수료증 발급, “심리상담사 취득 준비과정 1, 2, 3”을 모두 수료한 분에 한해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http://www.kula.or.kr/)의 “심리상담사 2급”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됨. 

    - 민간자격 응시 원서 접수 및 시험 문의 :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042-824-3417~8

      (305-710)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6-9 홍인타워 505호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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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29) 심리상담사 취득 준비과정 2

상담이론확장 및 적용영역 실제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비학점 V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교육학과

성명 전용오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상담 분야 학습 및 자격 준비과정 교육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교육과정 개발 필요

  ❏ 상담이론 및 실제에 관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한 상담전문가로서의 자질 및 능력 함양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상담 분야 전문지식 습득과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송대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0,0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전용오 교수(방송대 교육학과)

  ❏ 운영일정 : 2015. 6월 ~ 8월 (매주 수 운영)   ※ 차시별 45분 강의 3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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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3~8.11 현실치료의 이해와 실제 손진희(선문대 상담산업심리학과)

온라인

2 6.10~8.11 대상관계이론의 주요 개념 및 실제 김창대(서울대 교육학과)

3 6.17~8.11 게슈탈트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지영(서울디지털대 상담심리학과)

4 6.24~8.11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혜숙(경인교대 교육학과)

5 7.1~8.11 해결중심상담의 이론과 실제 전용오(방송대 교육학과)

6 7.8~8.11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권경인(광운대 상담복지정책대학원)

7 7.15~8.11 정신건강문제의 이해와 지도 신희천(아주대 심리학과)

8 7.22~8.11 위기상황의 이해와 지도 황매향(경인교대 교육학과)

9 7.29~8.11 성(性)차이의 이해와 상담 하혜숙(방송대 청소년교육과)

10 8.5~8.11 다문화상담의 이해 고홍월(충남대 자유전공학부)

시험 8/12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손진희  선문대 상담산업심리학과
김창대  서울대 교육학과
이지영  서울디지털대 상담심리학과
김혜숙  경인교대 교육학과
전용오  방송대 교육학과
권경인  광운대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신희천  아주대 심리학과
황매향  경인교대 교육학과
하혜숙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고홍월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0차시 - - 1회 - -
점수 40 - - 6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40 2015.8.11.(화) 24:00 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온라인시험 60 2015.8.12.(수)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30문항, 40분간)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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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기준 : 개강특강 출석 포함 전체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수료

   ❏ 성적조회기간 : 2015.8.14(금) 09:00 ~ 8.18(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성적 이의신청 : 2015.8.14(금) 09:00 ~ 8.18(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발급 : 2015.8.19.(수)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 이수 결과 인정 

    - 수료증 발급, “심리상담사 취득 준비과정 1, 2, 3”을 모두 수료한 분에 한해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http://www.kula.or.kr/)의 “심리상담사 2급”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됨. 

    - 민간자격 응시 원서 접수 및 시험 문의 :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042-824-3417~8

      (305-710)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6-9 홍인타워 505호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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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30) 심리상담사 취득 준비과정 3

상담이론 확장 및 적용영역 실제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비학점 V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교육학과

성명 전용오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상담 분야 학습 및 자격 준비과정 교육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교육과정 개발 필요

  ❏ 상담이론 및 실제에 관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한 상담전문가로서의 자질 및 능력 함양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상담 분야 전문지식 습득과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송대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90,0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전용오 교수(방송대 교육학과)

  ❏ 운영일정 : 2015. 6월 ~ 8월 (매주 수 운영)   ※ 차시별 45분 강의 3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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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3~8/11 인간발달의 이해 장미경(방송대 청소년교육과)

온라인

2 6/10~8/11 상담의 전개과정 : 
초기, 중기, 종결 단계의 과제 장미경(방송대 청소년교육과)

3 6/17~8/11 상담의 핵심원리와 실행 기법 1 구자경(평택대 상담대학원)

4 6/24~8/11 상담의 핵심원리와 실행 기법 2 김광수(서울교대 초등교육과)

5 7/1~8/11 상담의 핵심원리와 실행 기법 3 하혜숙(방송대 청소년교육과)

6 7/8~8/11 심리검사의 이해 및 활용 1 김영빈(방송대 교육학과)

7 7/15~8/11 심리검사의 이해 및 활용 2 김영빈(방송대 교육학과)

8 7/22~8/11 심리검사의 이해 및 활용 3 선혜연(한국교원대 교육학과)

9 7/29~8/11 전문 상담자 형성 과정의 이해 유성경(이화여대 심리학과)

10 8/5 (수)
19:00~22:00

종강특강
<지역대학 영상강의실 출석> 전용오(방송대 교육학과)

오프
라인

시험 8/12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장미경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구자경  평택대 상담대학원
김광수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하혜숙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김영빈  방송대 교육학과
선혜연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유성경  이화여대 심리학과
전용오  방송대 교육학과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9차시 1차시(3시간) - 1회 - -
점수 40 - 6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40
종강특강 : 2015.8.5.(수) 19:00~22:00

지역대학 영상강의실 (종강특강+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온라인강의 : 2015.8.11.(화) 24:00 기준

온라인시험 60 2015.8.12.(수)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30문항, 40분간)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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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기준 : 개강특강 출석 포함 전체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수료

   ❏ 성적조회기간 : 2015.8.14(금) 09:00 ~ 8.18(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성적 이의신청 : 2015.8.14(금) 09:00 ~ 8.18(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발급 : 2015.8.19.(수)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 이수 결과 인정 

    - 수료증 발급, “심리상담사 취득 준비과정 1, 2, 3”을 모두 수료한 분에 한해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http://www.kula.or.kr/)의 “심리상담사 2급”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됨. 

    - 민간자격 응시 원서 접수 및 시험 문의 :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042-824-3417~8

      (305-710)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6-9 홍인타워 505호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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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31) 베이비시터양성과정(자격시험준비과정)

과목 구분
자격준비

학점 비학점 V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명 박 선 희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노동부의 e-learning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제작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정

  ❏ 0~13세 영유아, 학령기 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원리 이해

  ❏ 실제 양육 능력과 전문성 함양을 통한 예비부모 및 취업 준비 과정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0~13세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심이 있는 분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30명 미만 시 폐강)

3. 수강료 : 50,000원(별도 할인 없음/교재비 포함)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박선희 교수(방송대 유아교육과)

  ❏ 운영일정 : 2015. 6월 ~ 8월 (매주 화, 목, 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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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2~8/11 영유아 발달심리의 이해 박찬옥
(중앙대 유아교육과)

온라인

2 6/4~8/11 학령기 아동 발달심리의 이해 김현희
(열린사이버대)

3 6/9~8/11 태아기의 특성과 출생 과정의 이해 박선희
(방송대 유아교육학과)4 6/11~8/11 베이비시터의 기본 자세 및 역할

5 6/16~8/11 신생아 보육의 원리
오채선

(침례신학대 유아교육과)6 6/18~8/11 신생아 돌보기의 실제 1 : 건강관리
7 6/23~8/11 신생아 돌보기의 실제 2 : 인지정서관리
8 6/25~8/11 영아보육의 원리

박찬옥
(중앙대 유아교육과)9 6/30~8/11 영아보육의 실제 1 : 건강관리 및 안전

10 7/2~8/11 영아보육의 실제 2 : 인지, 사회, 정서

11 7/7~8/11 발달에 적합한 유아 보육의 이해 박선희
(방송대 유아교육학과)

12 7/9~8/11 놀이에 기초한 보육의 실제 김은심
(강릉대 유아교육과)

13 7/14~8/11 언어문학을 통한 보육의 실제 박선희
(방송대 유아교육학과)

14 7/16~8/11 미술, 음악, 동작을 통한 보육의 실제 김은심
(강릉대 유아교육과)

15 7/21~8/11 방과후 아동 보육의 원리 김희태
(방송대 유아교육학과)

과제 7/22 (수) 14시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6 7/23~8/11 방과후 아동 보육의 실제 1 : 안전 및 건강관리 이윤옥
(서원대 유아교육과)

17 7/28~8/11 방과후 아동보육의 실제 2 : 학습관리 및 독서지도 박주현
(초등학교 교사)

18 7/30~8/11 방과후 아동보육의 실제 3 : 문화생활 지도 이영호
(초등학교 교사)

19 8/4~8/11 아동관찰 및 부적응 아동의 이해와 교육 김희태
(방송대 유아교육학과)

20 8/6~8/11 현장실습지도(인터넷강의) 이윤옥
(서원대 유아교육과)

시험 8/12 (수) 09: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박찬옥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현희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박선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오채선 침례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심 강릉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희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윤옥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주현 초등학교 교사(서울)
이영호 초등학교 교사(서울)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20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20 6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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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및 이수 기준

◈ 평가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8.11.(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20 2015.7.22.(화)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60 2015.8.12.(수)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30문항, 4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수료

   ❏ 성적조회기간 : 2015.8.14(금) 09:00 ~ 8.18(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성적 이의신청 : 2015.8.14(금) 09:00 ~ 8.18(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발급 : 2015.8.19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 수료생 특전

  ❏ 한국YMCA전국연맹의 교육실습과정 수강을 통한 취업 연계

  ❏ 방송대 <베이비시터양성과정(60시간)>과 한국YMCA전국연맹 <베이비시터양성과정

(40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민간자격시험 응시 기회 

    - 민간자격 응시 원서 접수 및 시험 문의 :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042-824-3417~8

      (305-710)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6-9 홍인타워 505호

◈ 실기실습과정 안내 : 한국YMCA전국연맹 연계

  ❏ 실기실습과정 개설 지역 안내

 구분 연락처 주소
 YMCA서울아가야 02-3143-1818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73-34
 군포YMCA아가야 031-395-8615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3 유일빌딩 5층
 이천YMCA아가야 031-633-595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13 
 원주YMCA아가야 033-747-427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e-편한세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광주YMCA아가야 062-613-7180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문화센터
 아산YMCA아가야 041-547-9877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1층

구미YMCA 054-452-4008 구미시 송정동 54-15 

  ❏ 주의사항 : 위에서 안내하는 7개 지역 이외에서는 실기실습과정 및 취업 연계가 어려우니,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수강희망자는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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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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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32) 우리나라 약초 이야기

과목 구분
귀농귀촌

학점 비학점 V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성명 박춘근 직위(급) 연구관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우수 귀농귀촌 교육과정”선정
수료시 정부 정책자금 지원대상 필수 이수시간으로 인정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웰빙문화 확산으로 약용작물 재배, 활용,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 되고 있음

  ❏ 귀농귀촌 희망자의 교육수요도가 높은 약용작물 전반에 대한 기초정보 제공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귀농귀촌 희망자, 농업인 및 일반인 누구나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

3. 수강료 : 90,000원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교직원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박춘근(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

  ❏ 교육기간 : 2015. 6월 ~ 7월(매주 월, 수, 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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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강사명(소속) 교육
방법

1 6/1~7/13 약용작물의 이해 (역사, 산업, 재배환경) 류수노(방송대 농학과)

온라인

2 6/3~7/13 인삼 재배기술 김영창(농촌진흥청)

3 6/5~7/13 지황, 백출, 감초 이야기 박춘근(농촌진흥청)

4 6/8~7/13 황기, 오갈피, 삼지구엽초 재배기술 정햇님(강원농업기술원)

5 6/10~7/13 구기자 재배기술 및 연구성과 박영춘(충남농업기술원)

6 6/12~7/13 오미자 재배기술 김종엽(전북농업기술원)

7 6/15~7/13 황금, 우슬 재배기술 김명석(전남농업기술원)

8 6/17~7/13 당귀, 마, 작약, 천궁 재배기술 김재철(경북농업기술원)

9 6/19~7/13 도라지, 감국, 둥굴레 재배기술 김만배(경남농업기술원)

과제 6/24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6/26~7/13 백수오, 하수오 재배기술 김영호(충북농업기술원)

11 6/29~7/13 약용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안태진(농촌진흥청)

12 7/1~7/13 약용식물의 기능성 활용 김영옥(농촌진흥청)

13 7/3~7/13 약용식물 관련 필수 기본법령 백완숙(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14 7/6~7/13 발효기법을 활용한 약재 만들기 김태영(농촌진흥청)

15 7/8~7/13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 김행중(전남생약조합)

시험 7/14 (화)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류수노  방송대 농학과
김영창  농촌진흥청
박춘근  농촌진흥청 
정햇님  강원농업기술원
박영춘  충남농업기술원
김종엽  전북농업기술원
김명석  전남농업기술원
김재철  경북농업기술원
김만배  경남농업기술원
김영호  충북농업기술원
안태진  농촌진흥청
김영옥  농촌진흥청
백완숙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김태영  농촌진흥청
김행중  전남생약조합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 - - -
점수 100 - - -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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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평가 및 이수 기준

◈ 평가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100 2015.7.13.(월) 24:00기준
온라인강의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7.16.(목) 09:00 ~ 2015.7.20.(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7.21.(화)부터 발급 가능(2015.8.31.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

점(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5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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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33) 아시아의 상생을 위하여

과목 구분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일본학과

성명 강상규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세계화 시대에 미래의 주역으로서 아시아가 수행해야 할 역할 재구성 및 개인의 

삶과 문화, 역사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통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동아시아 문명의 저력과 과거 역사에 대해 새롭게 재조명 함으로써 시민들이 일국적 

단위를 뛰어넘는 시야 확보

❏ 정치경제, 문화와 예술, 문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가며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이론과 실천에 대한 강좌 실시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아시아의 문화와 문명, 역사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 

- 아시아공동체론과 연속된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 강의이지만 내용이 겹치거나 선행

학습이 요구되지 않는다.

-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자들의 연속 수강도 가능함.

- 학습에 필요한 특별한 조건 없음.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

3. 수강료 : 94,500원(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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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강상규 (방송대 일본학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8월 (매주 화, 목 운영)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및 강의내용 강사명 교육
방법

1 6/4~8/25 천문과 문명의 신화: 고구려인의 코스모스 김일권

온라인

2 6/9~8/25 바위에 새긴 별자리와 고려의 천문 신화 김일권

3 6/16~8/25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새로운 상상력 강상규

4 6/23~8/25 맹자와 공감능력: 동아시아 연대와 소통의 하나의 단서 이혜경

5 6/30~8/25 유엔과 동아시아 조동준

6 7/7~8/25 동아시아의 지역문제해결 조동준

7 7/9~8/25 동아시아 예술과 여성 선승혜

8 7/14~8/25 동아시아 예술과 남성 선승혜

9 7/16~8/25 동아시아 역사문제와 한국의 진로 신주백

10 7/21~8/25 동아시아의 원자력과 절대반지 강상규

11 7/23~8/25 동아시아 환경과 그린에너지1 윤순진

과제1 7/29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과제게시판

12 7/30~8/25 동아시아 환경과 그린에너지2 윤순진

13 8/4~8/25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전상숙

14 8/6~8/25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오키나와편지 강상규

15 8/11~8/25 네트워킹과 융합적 상상력 한수영

16 8/13~8/25 공개강좌 사토요지

과제2
8/19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과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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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소개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6차시 - 2회 - - -
점수 20 - 80 -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8.25.(화) 24:00기준
온라인강의+출석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1 40 2015.7.29.(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재택과제2 40 2015.8.19.(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9.1.(화)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강상규

 [학력] 서울대 외교학과 졸, 도쿄대 국제사회과학 박사

 [주요 경력 및 저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2007),『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2008),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다중거울』(2012),『조선  

   정치사의 발견』(2013)외 다수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이혜경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선승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교수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전상숙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원

한수영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토요지  원아시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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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점

(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6년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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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34) 음식남녀 : 요리로 배우는 중국

과목 구분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

학점 V(2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중문학과

성명 구경숙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부상하는 국가인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중국어,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특히,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과 식문화에 대한 미디어의 조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학습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중국음식의 특징과 식사예절, 중국음식에 대한 다양한 표현 등, 중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통한 중국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고자 함.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중국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층

- 특히 대학생, 여행자, 주부, 한문 세대 등 다양한 계층(중문과, 일문과, 국문과 등 

인문계열 학과 전공자들)

- 기초 중국어 학습자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

3. 수강료 : 63,000원(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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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구경숙 (방송대 중문학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8월 (매주 화, 목 운영)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및 강의내용 강사명 교육
방법

1 6/4~8/25 요리천국 (중국 음식 문화와 중국 음식의 특징)  

구경숙,

장진개

온라인

2 6/9~8/25 중국의 가정식을 맛보다 (일상요리)

3 6/16~8/25 아침 식사는 집 밖에서 (중국인의 아침 식사)

4 6/23~8/25
주인과 손님은 어디에 앉나요? 

(가족 모임, 친구모임 손님접대와 식사예절)

5 6/30~8/25 새해에 만두를 먹어요. (명절과 음식)

6 7/7~8/25 한국엔 떡볶이, 중국엔 마라탕 (국민 간식)

7 7/14~8/25 소동파는 요리사 (역사적 인물과 음식)

8 7/21~8/25 동서남북의 맛 1) 광동요리（粤菜)

구경숙

9 7/23~8/25 동서남북의 맛 2) 사천요리（川菜）

과제 7/29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7/30~8/25 동서남북의 맛 3) 산동요리（鲁菜）

11 8/4~8/25 동서남북의 맛 4) 강소요리（淮扬菜）

12 8/6~8/25 생일엔 장수면을 먹어요. (주식: 밥과 면류)

13 8/11~8/25 여름엔 롱징차, 겨울엔 보이차 (술과 차문화)

14 8/13~8/25 입은 험하지만 마음은 여려요. (음식관련 어휘)

15 8/18~8/25 한국음식 중국어 표현 (불고기와 삼겹살을 좋아해요.  )

시험
8/26 (수)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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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소개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8.25.(화) 24:00기준
온라인강의+출석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7.29.(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8.26.(수)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9.1.(화)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점

(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6년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구경숙

 [학력] 어문학 박사

 [주요 경력 및 저서]

   현 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 교수, 네이버 음식명 사전에 중국음식 수록,

   신보보등 다수의 중 국어 교재  
장진개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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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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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35) 도시로 보는 유럽이야기

과목 구분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

학점 V(2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수원대 프랑스어문학과

성명 나애리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각 도시의 특성 이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 등 다양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유럽 도시들을 탐방하며, 그 도시를 특징짓게 한 요소들을 살펴본다. 

❏ 역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 각 도시에 얽힌 유래와 기원, 역사적인 인물의 이야기,

유적과 유물에 얽힌 사건들을 살펴본다.

❏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다양한 문화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들의 눈으로 세

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간접 체험하고 그들의 관습을 들여다본다.

❏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 도시의 뒷골목, 재래시장, 작은 가게, 동네 음

식점, 오래된 카페 등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낸다.

❏ 유럽 여행에 대한 정보 제공: 유럽의 다양한 도시 기행을 통하여 유럽 여행의 정

보를 제공하고, 이미 여행한 사람들과는 공감한다.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본 과목은 교양과목으로서 전공과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과목임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

3. 수강료 : 63,000원(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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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나애리 (수원대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8월 (매주 화, 목 운영)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및 강의내용 강사명 교육
방법

1 6/4~8/25

프랑스

근대도시의 시작 : 인상파 화가들이 본 파리 

나애리 온라인

2 6/9~8/25 댄디와 샤넬 : 아방가르드의 도시 파리

3 6/16~8/25 왕과 여왕의 도시 : 루이14세의 베르사이유 

4 6/23~8/25 여섯 여인들의 성 : 아름다운 루아르 강변의 고성  

5 6/30~8/25 코트다쥐르의 심장 : 요리와 축제의 도시 니스

6 7/7~8/25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발상지 : 꽃의 도시 피렌체  

7 7/14~8/25 천지 창조 : 미켈란젤로의 열정이 깃든 바티칸  

8 7/21~8/25 고급문화도시 : 라 스칼라와 다빈치의 밀라노

9 7/23~8/25 순례자의 도시 : 성 프란치스코의 아시시

과제 7/29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7/30~8/25
스페인

카탈루냐의 영혼 :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11 8/4~8/25 안달루시아의 예술 : 알람브라의 도시 그라나다

12 8/6~8/25
독일

로맨틱가도: 살아 있는 중세 도시  로텐부르크

13 8/11~8/25 옥토버페스트 : 축제의 도시 뮌헨 

14 8/13~8/25
영국

유럽지성인의 전당 : 대학 도시 케임브리지

15 8/18~8/25 펍과 뮤지컬의 메카 : 런던 웨스트 앤드

시험
8/26 (수)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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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소개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8.25.(화) 24:00기준
온라인강의+출석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7.29.(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8.26.(수)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9.1.(화)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점

(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6년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나애리

 [학력] 서울대 인문대학원 언어학과, 프랑스 Caen 대학 프랑스어 전공 (박사)

 [주요 경력 및 저서]

   <미술과 문화의 이해>(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고등교육 이러닝콘텐츠 개발-책임),  

   <명화이야기>(인천 경기권역 이러닝콘텐츠 개발 사업-책임),

   <유럽문화와 사회>(인천 경기권역 이러닝콘텐츠 개발 사업-책임),

   <현대프랑스 사회와 문화>(인터넷강의를 위해 단독 제작),

    www.france.co.kr (프랑스 문화 관련 사이트) 제작,

   (한국 교육 방송국 주최) 인터넷 우수 교육자료 제작상(우수상 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 교육 정보 제공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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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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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36) 생활 속의 빅 데이터

과목 구분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정보통계학과

성명 이태림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빅 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 상식 수준의 빅 데이터 교육

❏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속의 통계가 요구되는 시대에 실생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빅 데이터 개념과 이해를 도모

❏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빅 데이터의 응용 이해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40-50 세대 및 학점 취득을 위한 청년층을 대상

- 일반 국민 대상 상식수준의 빅 데이터를 전달 대상

- 자연계열, 상경계열 학점취득을 목표로 한 학생들의 선수 기초교양 수준의 과목

- 요구되는 학력은 고등학교 수준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

3. 수강료 : 94,500원(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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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이태림 (방송대 정보통계학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8월 (매주 화, 목 운영)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및 강의내용 강사명 교육
방법

1 6/4~8/25  빅데이터를 알면 황금알을 낳는다. 최대우

온라인

2 6/9~8/25  빅데이터는 어떻게 수집 관리 하는가? 최대우

3 6/16~8/25  빅데이터의 가치와 영향 최대우

4 6/23~8/25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최대우

5 6/30~8/25  산업별 빅데이터의 활용 최대우

6 7/7~8/25  경영속의 빅데이터 이영섭

7 7/14~8/25  빅데이터분석과 데이터마이닝 이영섭

8 7/21~8/25  SNS 빅데이터 분석 이영섭

9 7/23~8/25  빅데이터가 찾아낸 욕망의 지도 이영섭

과제 7/29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과제게시판

10 7/30~8/25  빅데이터로 보는 열린 세상 이영섭

11 8/4~8/25  빅데이터의 시작화는 어떻게? 이태림

12 8/6~8/25  게임속의 빅데이터 허명회

13 8/11~8/25  내 몸이 빅데이터? 이태림

14 8/13~8/25  빅데이터 모형화(앙상블 분석,군집분석,벌점화 회귀분석) 이태림

15 8/18~8/25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이태림

시험
8/26 (수)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시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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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소개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8.25.(화) 24:00기준
온라인강의+출석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7.29.(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8.26.(수)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9.1.(화)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점

(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6년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이태림  한국방송대 정보통계학과 교수

최대우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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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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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37) 부부패턴스위칭: 부부감정관리와 대화기법

과목 구분
제2인생대학

학점 V(2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CTC 컨설턴트 대표

성명 김형기 직위(급) 대표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부부 갈등의 진단과 치유, 그리고 이를 통한 자기 정체성 회복과 배우자와의 친밀감 회복

❏ 자기 감정의 이해와 케어, 타인(가족, 동료, 고객 등)과의 상호 성숙한 감정 표현과

이해 능력 계발

❏ 감정, 생각, 행동 진단 코칭을 통한 가족 간 소통 문제 개선 및 직장 내 리더십 역량 강화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가정에서의 관계 회복을 통해 더 나은 삶과 조직 생활을 도모하는 사람

- 인생 후반기 전환과 도약에 도전하는 성인 학습자 누구나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

3. 수강료 : 63,000원(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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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김형기 (CTC 컨설턴트 대표)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8월 (매주 화, 목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및 강의내용 강사명 교육
방법

1 6/4~8/25

Start-Up 

(살펴보기)

부부 패턴 스위칭 'SWITCH' 프로세스의 이해
- 서로의 “감정, 생각, 습관을 가꾸는 ‘삶의 매뉴얼‘

김형기 온라인

2 6/9~8/25
내 마음의 사용자 되기
- 부부 갈등의 진단과 치유, 우선 ‘자기 감정을  
  돌봄’으로부터

3 6/16~8/25
1단계

Status Quo

<함께 마주하기>

감정 파악하기 
- “이제껏 내 감정은 감정이 아니었다?”

4 6/23~8/25 자기 감정 찾기 연습

5 6/30~8/25
2단계

Whying

<함께 살펴보기>

욕구 살펴보기 
- “나와 배우자(가족/동료/고객)를 포용하는  
  새로운 태도”  

6 7/7~8/25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결정 내리기

7 7/14~8/25
3단계

Identifying

<함께 알아가기>

사실 전달하기 
- 공감과 소통의 경계선 “배우자의 두려움을  
  파악하라!”

8 7/21~8/25 판단을 줄이고 사실을 전하는 ‘부부 대화 훈련’

과제 7/29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9 7/23~8/25
4단계

Tracing

<함께 추구하기>

패턴 돌아보기
- 패턴 진단과 평가

10 7/30~8/25 반복되는 패턴, 고치고 살리고 기뻐하자

11 8/4~8/25
5단계

Challenging

<함께 대면하기>

문제 직면하기 
- “수치심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살리는   
  동반 성장 메커니즘”

12 8/6~8/25 나와 배우자의 관점 넓히기

13 8/11~8/25 6단계

Handling

<함께 운영하기>

행동 전환하기 
- “서로의 존재 키워드를 호명하라!”

14 8/13~8/25
가정과 일터에서의 ‘소통전환’, 그리고 
‘미래행동설계’

15 8/18~8/25 Wrap-Up <정리> 부부 패턴 스위칭 총 정리 및 마무리

시험
8/26 (수)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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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8.25.(화) 24:00기준
온라인강의+출석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7.29.(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8.26.(수)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9.1.(화)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점

(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6년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김형기  CTC 컨설턴트 대표



- 145 -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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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38) 부모되기 수업

과목 구분
제2인생대학

학점 V(2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성명 하혜숙 직위(급) 교수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부모교육의 맥락에서 출산과정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해 행복한 부모가 되어 

자녀 기르기

❏ 행복하고, 건강한 생명 중심의 출산 문화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 및 대안 제시

❏ 임신준비, 태교, 진통 및 출산, 모유수유, 육아 과정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들에 

교정과 이를 돕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교육

❏ 임신준비, 태교, 진통 및 출산, 모유수유, 육아 과정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들의 개선 필요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부모교육에 관심 있는 자

- 이미 자녀를 낳았거나,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자

- 임신부, 진통산모, 산후조리 산모의 전문 관리, 신생아 및 영아관리 등에 관심 있는 자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

3. 수강료 : 63,000원(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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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하혜숙 (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8월 (매주 화, 목 운영)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및 강의내용 강사명 교육
방법

1 6/4~8/25 가족의 의미-나에게 가족이란? 하혜숙,정환욱

온라인

2 6/9~8/25 여성의 건강과 생명 정환욱

3 6/16~8/25 가족의 성격이해- 한 지붕 네 가족이 살고 있다! 하혜숙

4 6/23~8/25 건강한 임신과 피임 정환욱

5 6/30~8/25 가족관계의 역동- 엄마아빠 그리고 자녀의 밀당? 하혜숙

6 7/7~8/25 자연스러운 탄생 정환욱

7 7/14~8/25 정신건강의 원리-마음과 몸의 건강 원리 김석현

8 7/21~8/25 건강한 임신계획 정환욱

9 7/23~8/25 가족의 정신건강-차원이 다른 우리 가족 김석현

과제 7/29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과제게시판

10 7/30~8/25 산전관리와 태교 정환욱

11 8/4~8/25 건강한 출산을 위한 영양과 신체 활동 정환욱

12 8/6~8/25 가족 소통기술 – 잘 통하는 가족되기! 하혜숙

13 8/11~8/25 남편과 함께 출산 정환욱

14 8/13~8/25 부모와 자녀사이 – 우리 사랑할까요? 하혜숙

15 8/18~8/25 공개강연-부모되기 면허증 수여식 하혜숙,정환욱,
김석현

시험
8/26 (수)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시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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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소개

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5차시 - 1회 1회 - -
점수 20 -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8.25.(화) 24:00기준
온라인강의+출석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7.29.(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8.26.(수)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9.1.(화)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하혜숙

 [학력] 서울대학교 교육상담 박사

 [주요 경력 및 저서]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 교육과 교수, 한국상담학회 1급 전문상담사   

정환욱

 [학력] 한양대학교 예방의학 박사 

 [주요 경력 및 저서]

   산부인과 전문의, 성균관대 삼성제일병원 교수, 미래와 희망 병원 원장 등 역임,     

   자연주의 출산 전문의원 메디플라워 산부인과 원장, 『자연스러운탄생이야기 1, 2』 저술,

   『평화로운 출산 히프노버딩』번역,『황홀한 출산』,『즐거운 출산 이야기』감수

김석현

 [학력] 고려대학교 정신의학 박사

 [주요 경력 및 저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겸임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대한신경전신의학회 정회원, 한국 EMDR협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 심리상담전문가, <사회역학> 한울아카데미 공동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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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점

(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6년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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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39) 작은집 싸게짓고 행복하게 살기 2

과목 구분
제2인생대학

학점 V(1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GA 건축디자인연구소

성명 이해욱 직위(급) 연구소장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본 제안자가 기 강의하고 있는 교과목인「작은집 싸게 짓고 행복하게 살기」(10

차시/2학점)은 수강생이 스스로 작은집을 기획하여, 건축사와 함께 설계를 진행

하고, 집주인으로서 건설사의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집을 짓는 전체과정에 

대하여 중요항목들을 개괄적으로 강의하였다. 이러한 10차시의 강의 기간은 기획-

설계-시공 전체를 모두 훑어보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실제로 살다보면 피부에 

와 닿고 신경이 쓰이는 재료, 컬러, 조명, 가구, 소품 등이 강의에서 빠져 있다.

❏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심화 하는 추가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심화

과목을 제안 한다.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적은 돈으로 집을 짓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행복한 작은집을 갖기 원하는 40대 

초반~60대 후반까지의 중·장·노년층 

- 프라임칼리지 「작은집 싸게 짓고 행복하게 살기」교과목 이수자 중 심화학습을 원하는 누구나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

3. 수강료 : 31,500원(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프라임칼리지 기수료생 10% 추가할인 제공)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6.30.(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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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이해욱 (GA 건축디자인 연구소 소장)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8월 (매주 화, 목 운영)

※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이해욱

 [학력] 국립충남대학교 건축공학 박사

 [주요 경력 및 저서]

   현 GA 건축디자인연구소 연구소장, 전 우송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2012-2013 세계  

   건축가 연맹 초대작가, 2011 제1회 대한민국 경관건축대상, 저서: 복지환경디자인(2005),  

   인간공학-실내디자인총서(2007)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및 강의내용 강사명 교육
방법

1 7/14~8/25
사례-1

(실내외 재료1)
작은집에 맞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료사례 및 요약이론

이해욱 온라인

2 7/21~8/25
사례-2

(컬러와 조명)
오붓한 인테리어 컬러와 
조명사례 및 요약이론

3 7/28~8/25
사례-3

(가구와 소품)
편안한 가구와 예쁘고 경제적인 

소품사례 및 요약이론

4 8/4~8/25
사례-4

(우수사례)
사진으로 만나는 작은집
(국내외 3~5개 우수사례)

5 8/11~8/25
사례-5

(현장방문)
찾아가 보는 작은집

(국내사례 1개 현장방문) 

시험
8/26 (수)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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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5차시 - - 1회 - -
점수 40 - - 6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 - 시험게시판 - -

8.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40 2015.8.25.(화) 24:00기준
온라인강의+출석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온라인시험 60 2015.8.26.(수)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30문항, 4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9.1.(화)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점

(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6년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9.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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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교과목 운영계획(안)

과목명  (40) 영어뮤지컬 지도사 취득준비과정 1 : 이론편

과목 구분
전문자격

학점 V(3학점) 비학점

운영 책임자
(교과목 지도교수)

소속 사단법인 유니버설공연예술협회

성명 황수경 직위(급) 이사장

1. 개설 필요성 및 목적
❏ 실전 영어 구사 교육을 목표로 하는 영어교육에서 요구되는 지도자의 영어 수행 

능력 및 지도 능력을 배양시켜 영어 예술교육에서 요구되어지는 뮤지컬 연출력의 

역량을 소유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영어 말하기, 기초부터 듣고 읽고 쓰기를 

비롯해, 발표 공연까지 체계적으로 마스터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해 

주는 과정으로 <융합영어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 영어뮤지컬 지도사 (META) 자격증

- 영어를 매개로 뮤지컬과 연극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함양하여 국내와 비영어 모든 국가

  에서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글로벌 언어인 영어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검증하는 자격인증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영어뮤지컬 교육에 대해 관심 있는 방송대 재학생, 졸업생 및 일반인, 또는, 현재

영어 교사로 활동 중인자 중 뮤지컬과 연극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

[학점 인정 교과목 고졸증명서 제출 안내]

 ※ 방송대/대학원 학적보유자(재학,졸업,제적,휴학 등) : 메일(bu50@knou.ac.kr)로 신청교과목, 

    성명, 방송대/대학원 학번, 연락처를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비학위과정운영팀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

3. 수강료 : 120,000원 (별도 할인 없음)

4. 신청 기간 : 2015.5.8.(금)18:00 ~ 5.26.(화)24:00

  ❏ 신청 기간 중에도 정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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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

(http://prime.knou.ac.kr) 접수 신청

※ 회원가입 → 상단의“수강신청”클릭 → 교과목 신청

6. 교육 내용 및 운영 일정

❏ 교과목 운영 지도교수 : 황수경 (사단법인 유니버설공연예술협회 이사장)

❏ 운영일정 : 2015. 6월 ~ 2015. 8월 (매주 화, 목 운영)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및 강의내용 강사명 교육
방법

1 6/4~8/25 영어뮤지컬 개론

What is the English Musial?
1. 뮤지컬의 전반적이 개요와 역사
2. 내용중심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으로서 뮤지컬과 접목한 
영어 교육의 목적과 기대 효과

황수경 온라인

2 6/9~8/25 영어뮤지컬 개론 2

What is the English Musial 2?
1. Ice Breaking 기법
2. Warm Up Exercises 의 중요성
3. English Musical Skills 작품 선정
Casting (Audition)
Rehearsal and Performance

3 6/16~8/25 영어 웜업 교수법
Warm - Ups 1 (Physical)
Warm - Ups 2 (Facial)
Warm - Ups 3 (Vocal)

4 6/23~8/25 연출법
연극 놀이를 활용한 영어뮤지컬 연출법
-Getting Onstage

5 6/30~8/25 연기법
연극 놀이를 활용한 영어뮤지컬 연기법
-Creating Characters 

6 7/7~8/25 뮤지컬 음악/교수법 Music Theory / Vocal coaching

7 7/14~8/25 발음 교수법 Diction, Pronunciation 발음 교수법

8 7/21~8/25 안무법
Dance English 1 - 댄스 기초 이론 
Dance English 2 - 안무법

9 7/23~8/25 분석법
1. Analyzing a Scene / Play
2. Acting - Monologue

과제 7/29 (수) 
14시 까지 온라인 과제 제출

10 7/30~8/25
영어뮤지컬 제작 기초 1

- Before we begin 1

1. What is a Theatre?
2. What is a Musical?
3. Who is an Actor?
4. Who's who in the Theatre?

11 8/4~8/25
영어뮤지컬 제작 기초 2

- Before we begin 2

5. About Stage Space
6. About Stage Position
7. About Theatrical Terminologies 
8. What actor should Know
9. Actor's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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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수강 가능(강의 진도율에는 미포함)

  -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검색 후 어플 또는 

앱을 다운 받아 프라임칼리지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학습하기에서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단, 강의 진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다시 한번 수강해야 합니다.

  -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소개

강사명 소개 및 약력사항

황수경

 [학력] 뉴욕 AMDA 뮤지컬과 졸,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졸, 방송대 영어영문과 졸

 [주요 경력 및 저서]

   한국뮤지컬 신화 <넌센스> 초연 배우 1,700여회 최다 출연

   1988~2006 극단자유 <피의 결혼><노을을 날아간 새들><따라지의 향연> 외 다수 출연 

   1998~2000 미국 오프브로드웨이 <Naked Earth> <I'm Herbert> 외 다수 공연출연 

   2000. 교육뮤지컬 <Clean Get away> 펜실베니아 알렌타운City 시장상 예술교육 공로상 수상 

   2005~2013. 충무아트홀 “황수경영어뮤지컬” 프로그램 대표강사 

   2006. 코리아타임즈 “제 2회 대한민국 외국어교육대상” 수상 

   2008. 동아일보 전문가리서치 전국문예회관 예술교육부문 1위 예술교육프로그램 

   2008. EBSe 영어방송 “Lalala Happy School” 영어연극, 영어뮤지컬 22회분 극본, 출연, 진행 

   2009~2010 강남구청 제3, 4회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제작, 교육, 진행  

   2011. 스토리온 TV  “100인의 교육 멘토” 선정

   2013. 인천광역시 “디지털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제작, 교육, 진행 

   2014. 뉴욕프린지 최초의 한국영어뮤지컬  <프린세스 평강> 제작, 출연 

   2009~2014 현 서울신학대학교 영어과 겸임교수

                  영진전문대학, 전국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출강 

                  전 숭실대 교육대학원 시간 강사,  덕성여대 테솔 강사

   2008~2014 현 사단법인 유니버설공연예술협회 이사장

   2005~2014 현 영어교육예술사 Theatre TESOL 영어뮤지컬 전문가 30기, 약 1,000여명 배출

   2014.6 ~  현 사단법인 유니버설공연예술협회 

                영어뮤지컬지도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 등록 

   2014.11~  현 교육연극 협동조합 K-Pop English 이사장 취임

차시 교육일정 차시명 및 강의내용 강사명 교육
방법

12 8/6~8/25
영어뮤지컬 제작 심화 1

- 실 수업 연구

1. 실제 공연 실황 연구 
2. 배우의 평가 기준
-영어뮤지컬 공연 후 평가 및 평가서 작성법

13 8/11~8/25
영어뮤지컬 제작 심화 2

- Technical Theater

1. Technical Theater 1 -Sound Effects
2. Technical Theater 2 -Lighting Design
3. Technical Theater 3 -Set Diorama

14 8/13~8/25
영어뮤지컬 제작 심화 4 

- 아동 청소년 지도요령

1. Classroom Management 1 
2. Classroom Management 2 
3. Classroom Management 3

15 8/15   출석 특강 (서울지역대학)

시험
8/26 (수) 

09:30~21:30
온라인 종합시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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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방법

구분 온라인학습
출석수업

(참관,워크숍 등)
재택과제 온라인시험 출석시험

온라인토론
및 보고서

교육방법 ○ ○ ○ ○ × ×
횟수 14차시 1차시 1회 1회 - -
점수 20 30 50 - -
비고 80% 미달 시 수료불가 과제게시판 시험게시판 - -

8. 출석 수업 안내 : 서울지역대학 8.15.(토) 13시~16시

9. 평가 및 이수 기준

구분 배점 일정 기준

진도율 20 2015.8.25.(화) 24:00기준
온라인강의+출석 80% 이상 수강

-80% 미만시 미이수됨-

재택과제 30 2015.7.29.(수) 14시까지
온라인 제출

(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 업로드)
×과제물 주제 추후 공지

온라인시험 50 2015.8.26.(수) 09:30~21:30
시험기간 중 1회 응시, 재시험 없음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30분간)

총점 100

◈ 이수 기준 :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서 총점 60점 이상시 학점 인정

   ❏ 성적조회기간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 “성적확인”게시판을 통하여 최종 성적을 개별적으로 조회

   ❏ 시험문제  및 성적 이의신청 : 2015.8.28.(금) 09:00 ~ 2015.8.31.(월) 24:00

      -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발급 : 2015.9.1.(화)부터 발급 가능(2015.9.30.까지 수강 가능)

   ❏ 방송대 학부생의 졸업 학점인정 

      - 방송대 학부 재적생의 학점인정은 추후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 신청 계획에 따라 졸

업예정자에 한해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년도․학기 졸업 시 학점

(일반선택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됨.

     ※ 본 과정 수료 시 2016년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인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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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담 및 문의 

 ◈ 과정 운영 계획 안내 

    -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 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

   ❏ 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비학위과정운영팀) 02-3668-4433

   ❏ 수강료 반환 안내 :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수강정보”-“수강신청 취소”

메뉴에서 직접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