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아름다운 인생이모작 60+

수강생모집
아름다운 인생이모작 60+란?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1963년생) 및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를 통해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60+ 특화프로그램

모집 2021. 9. 9(목) ~ 선착순 마감
디지털특화 과정Ⅰ

디지털특화 과정Ⅱ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디지털시대 변화에 빠르게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 · 운영하는

적응하는 스마트리더 양성과정(중급수준)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기간

2021. 10. 5(화) ~ 12. 7(화)

교육기간

2021. 10. 7(목) ~ 12. 9(목)

교육시간

매주 화, 10:00 ~ 12:00 (총 10회)

교육시간

매주 목, 16:00 ~ 18:00 (총 10회)

모집인원

10명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만 가능)

모집인원

10명

모집기간

2021. 9. 9(목) ~ 선착순 마감

모집인원

각 반별 10명

대

인천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1963년생) 및 50 ~ 60대

상

(단, 미달 시 연령 등 기준 완화)
수강료

무료

접수방법

선착순 QR코드 온라인 접수
선착순 이메일(innoin@insiseol.or.kr) 접수

문

의

032-456-2613(교육담당자)

※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라 대면, 비대면 수업 병행할 수 있음
(비대면으로 수업시 수강을 위한 정보화기기 이외,별도의 PC(컴퓨터, 노트북)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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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특화 과정Ⅰ(스마트리더 아카데미)
회차

일자

강의주제

1

2021.10.5(화)

· 오리엔테이션(과정소개)
· 스마트폰 시작하기(용어정리, 기본 설정, 기기 운용 방법 등)

2

2021.10.12(화)

· 스마트한 일상 생활속 필수 앱 활용하기 1(다양한 어플 활용)

3

2021.10.19(화)

· 스마트한 일상 생활속 필수 앱 활용하기 2(다양한 어플 활용)

4

2021.10.26(화)

·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를 위한 소통앱 활용하기(카카오톡, SNS 등)

5

2021.11.2(화)

· 사진 편집 및 활용하기(사진자료 활용하기)

6

2021.11.9(화)

· 구글계정 동기화 하기(구글 드라이브 사용하기)

7

2021.11.16(화)

· 구글 프로그램 이용하기(협업 프로그램 활용하기)

8

2021.11.23(화)

· 키오스크 이해하기(활용사례 영상교육, 시뮬레이션앱 활용)

9

2021.11.30(화)

· 키오스크 활용하기(대중교통, 그 외 예약 앱, 지도관련앱의 활용)

10

2021.12.7(화)

· 활동 방향성 및 관리 방법
· 평가 및 수료식

교육과정

스마트리더
아카데미
(중급수준)

디지털특화 과정Ⅱ(유튜브 크리에이터)
회차

일자

강의주제

1

2021.10.7(목)

· 오리엔테이션(과정소개)
·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세계(유튜버 바로알기, 성공사례 분석)

2

2021.10.14(목)

· 영상컨텐츠 기획(실제 이론사례, 본인 컨텐츠 기획 등)

3

2021.10.21(목)

· 스마트폰 하나로 유튜버 되기 실습
(필요한 어플 및 기능 등 소개, 간단한 도구 기능 알기)

4

2021.10.28(목)

· 영상 촬영 및 편집 실습(영상 샘플을 통한 교육, 본인 구성안 기획)

5

2021.11.4(목)

· 여러 가지 자료들 구하기
(무료 사진, 무료 동영상, 무료 음악, 무료 폰트를 찾아서 다운받기)

6

2021.11.11(목)

· 무비 메이커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배우기
(동영상 편집기능, 자막 기능, 애니메이션, 영상 효과 기능)

7

2021.11.18(목)

· 미리캔버스 사이트를 이용한 이미지 편집 기능 배우기
(미리보기 이미지, 배너, 프로필 사진, 워터마크 만들기)

8

2021.11.25(목)

· 내레이션 녹음하여 동영상에 입력하기
(볼륨 오디오 설정, 음악과 내레이션 비디오 음량 관리)

9

2021.12.2(목)

· 영상 제작 및 편집
· 최종 제작

10

2021.12.9(목)

· 채널 운영의 실제 주의점 및 운영 방향성
· 영상 작품 평가 및 수료식

교육과정

유튜브
크리에이터

※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전환, 교육 일정, 세부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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