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강 의 계 획 서강 의 계 획 서

과 목 명 컴퓨터기초 & SNS활용 강 사 명 정 동 주

강의주차 5개월 / 20주 강의요일 월, 수 강의시간 09:30 ~ 11:00

강   의   소   개

강의목표

 • 컴퓨터 기본활용법을 익히면서 기초실력을 탄탄히 쌓아 컴퓨터에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다.

 •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SNS사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면서, 

   실생활에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격증
시험정보
실습재료비  재료비 없음

주차별 강   의   내   용 비    고

1주차

오리엔테이션

 -강의소개, 컴퓨터 시작하기

 -마우스, 키보드 활용법 익히기

2주차

윈도우10 기본구성

 -바탕화면 구성요소 알아보기

 -바탕화면 다루기, 창의 구성요소 알아보기

3주차
파일과 폴더 개념 이해하기

 -파일, 폴더 만들기, 선택, 삭제, 이동, 복사

4주차
스마트폰 사진 컴퓨터로 복사, 이동

사진앱(사진보기, 사진편집, 사진동영상만들기)

5주차

인터넷 시작하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브라우저 사용법

 -정보검색, 즐겨찾기, 인터넷자료 다운로드 받기

6주차
구글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기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기, 크롬사용법 익히기

7주차

컴퓨터 관리하기

 -알약으로 PC관리 및 바이러스검사

 -제어판 설정, 보안 설정, 시스템 복구등

8주차

 네이버 MYBOX 활용

 -크롬에서 클라우드 사용법 알기

 -네이버 MYBOX 탐색기 활용법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MYBOX 사용하기



9주차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 

 -블로그개설, 블로그 디자인, 카테고리 만들기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10주차
 네이버 카페 활동

 -카페가입, 글쓰기, 글관리

11주차

스마트폰으로 사진, 동영상 잘 찍는법 알아보기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카메라 어플 사용하기

 -프로필용 사진만들기

12주차

유튜브

 -동영상검색, 동영상 다운로드 받기

 -유튜브채널 만들기

13주차
 -유튜브 업로드용 동영상편집하기 

  (자르기, 붙이기, 배경음악)

14주차

키네마스터 

 -앱설치, 화면구성 

 -사진동영상 만들기 (전환효과, 배경음악, 자막)

15주차

키네마스터

 -비디오 편집하기

결과물 공유하기 (카카오톡, 문자, 유튜브등)

16주차

트위터

 -회원가입, 화면구성, 계정설정, 팔로우, 팔로워 만들기

 -트위터에 글쓰기

17주차

 인스타그램

 -회원가입, 팔로우, 팔로워 만들기, 탐색

 -사진올리기, 게시물관리하기

18주차
 -스토리만들기, 릴스 영상 만들기

 -계정관리

19주차
 SNS업로드용 컨텐츠 만들기(픽슬러)

 -카드뉴스, 짧은영상

20주차
스마트폰 활용하기

 -유용한 앱 소개 및 활용하기, 앱 관리



【붙임 2】

지 도 계 획 서지 도 계 획 서

과 목 명 컴퓨터기초&SNS활용 강사명 정동주

 윈도우 활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이를 통해서 컴퓨터에 대한 사용방법을 익히고 컴퓨

터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을 재미있고 손쉽게 찾아주

며 동시에 간단한 『스마트폰 조작방법』을 익혀 SNS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합

니다.

¢ 수업관리

1. 인터넷 카페(네이버카페) 운영

§ 수업자료 제공

§ 수강생이 작업한 결과물 업로드로 다른 수강생들과 공유

§ 공부방 게시판을 활용해 수업과정을 복습 할 수 있게 유도

   (필기장, 연습방, 숙제방, 수업자료실등)

§ 인터넷상의 컴퓨터실 소통 장소로 활용 유도

 

2. 수강생 별명(닉네임) 만들기

 인터넷카페와 컴퓨터실내에서 수강생이름 대신 별명으로 명칭해 좀 더 친근하게 서로를 부

르면서 수강생간에 친목도모유도

3. 컴퓨터실내에 지정좌석제 실시

 § 강의 첫날 본인이 원하는 자리 착석해 자리 정하기

 § 수강생들간 좌석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실습자제인 컴퓨터를 다루는 태도에서 본인자리라는 책임감 만들기 

¢ 출석관리

1. 출석관리에 중요성을 수강생들에게 강조

2. 출석독려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3. 결석수강생들에게 적극적인 연락을 통해 결석이유를 파악

4. 지정좌석제를 통한 짝 만들기로 짝꿍간에 출석독려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