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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명

과목 소개

목표 및 방향

스마트폰교육지도사

강 사 명

대상: 즐겁고 건강한 리더를 희망하는 일반인 성인남녀(나이불문)
지역 사회와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전망- 지역사회의 리더, 프로 강사활동 가능
교재명 스마트폰교육지도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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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배워야하는 이유 및 전망

스마트폰 기본활용

서

용

스마트폰교육지도사란?

2

이미소 외 1인

스마트폰교육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장 및 공동체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된다.

교재(비)

1

서 】

의 계 획

정복하기

카카오톡 기능의 모든 것
PLAY스토어활용 노하우
구글 음성서비스/와이파이/어플활용/관리
나만의 인생 스토리 영화만들기
비바비디오 /키네마스터/
도전 멋진 사진 작가 도전하기
쎌카완성/사진편집/사진성형수술
임팩트한 만능 초대장 만들기
카드뉴스/글그램

준비물
구글/ 네이버/다음
ID/비번

매일 숙제 활용하기

매일 숙제 활용하기
꽃사진20
인물사진20
여러기념일사진20
본인 사진 20장

매일 숙제 활용하기

자유로운 외국여행필수 통 번역사 되기

여행하고 싶은 나라

파파고/1:1 음성번역실습

알아오기

스마트폰 ucc 전문가 되기
쉬운 영상편지/스쿰파/음악다운받기

영상편지내용 써오기

자격검정 및 실전프리젠테이션

반명함판사진

총내용중 자신있는 것 5분 지도 및 발표

자격검정료

스마트폰 사용 전문가 수료식
스마트폰교육지도사 과정 영상일기

하하호호

【강의계획서 외 추가사항 】

- 취업 ․ 창업 활성화 계획 :
1.다양한 실전 교육을 통해 현장강의를 할 수 있다.

취․창업
활성화

2,복지관등 자원봉사강의를 실전으로 경험하여 취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3.자신의 직업에 적극 활용하여 즐겁고 활기찬 전문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4.다양한 대상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인생2모작 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스마트 폰 교육지도사 *
-자격증 이름: 스마트폰교육강사(2017-003105)
스피치지도사(2017-000336)

자격증
취득

-발급기관 : 한국행복평생교육원 (자격 기본법에 의한 정부등록 민간자격증)
-자격증 내용(활용방법 등) : 각 자격증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수 있다
-자격증취득방법(준비과정):매시간 실습위주 강의스킬을 실전으로 배운다.
자격검정 시험을 통해 이론을 마스터한다.
자격검정료 : 각 5만원 별도

‘스마트폰교육지도사’교육을 받으면
1.스마트폰으로 무료영상통화등을 익혀 다양한 분야의 친구를 사귈 수 있다.
2.스마트폰의 다양한 건강앱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
3.간단하고 다양한 기능을 배워 일상 업무를 볼

기 타

수 있다.

4.여행정보–번역을 할수 있고 다양한 예약등을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5.맛집정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서 즐길 수 있다.
6.자유로운 동영상등을 제작하며 자신의 자서전을 만들 수 있다.
7.일상에 필요한 멋진 초대장을 직접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6.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스마트폰교육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