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강  일
2018년 9월 3일(월) *강좌별 상이

접수기간
2018년 8월 16일(목) 10시부터

접수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18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ice.uos.ac.kr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다동 4층 평생교육원 행정실 

청량리역  4,5번: 롯데백화점 앞 121,420, 720, 2230, 3216번 버스 탑승, 서울시립대 앞 하차

답십리역  3번: 마을버스(동대문05번) 탑승, 서울시립대 앞 하차

4번: 답십리 사거리(파리바게트 앞) 3216번 버스 탑승, 서울시립대 앞 하차

문 의 처  평생교육원 02)6490-6507

 개 강 일 2018년 9월 3일(월) 강좌별 상이

 접수기간 2018년 8월 16일(목) 10:00~8월 31일(금) 17:00 

 ※모집인원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 가능

 접수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접수 후 입금

 • 인터넷 접수 :   검색창에서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접속(ice.uos.ac.kr) 

→로그인→수강신청→수강료결제

 • 현 장  접 수 :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접수 후 수강료 온라인  

계좌입금

 이전안내   평생교육원 신규 건물 이전(8월 20일~21일 예정)으로 인해 기간 내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장 접수는 8월 23일 부터 신규 건물에서 가능합니다.

 문 의 처 02)6490-6507, ice.uos.ac.kr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수강신청 안내

•강의 계획서 및 전문교육과정 자격정보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  강좌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준 인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 혹은  

합반될 수 있습니다.

•  수강 취소 시 환불 기준에 의거하여 전액 혹은 해당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행정실 문의 필수) 

•자가 이용 시 주차 할인 적용합니다.(수강증 제시 시 1일 2,000원)  

•교육 이수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과정의 수료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이용 안내



2018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과정

자
격
증 

취
득
과
정

취미·실용

강좌명 주차 교육기간 요일 시간 수강료 실습비 강사명

3D프린팅전문가 자격과정(2급) 15 9/5~12/26 수 19:00~22:00 200,000 50,000 이용규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주간) 15 9/3~12/10 월 14:00~17:00 250,000 470,000 이세아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야간) 15 9/3~12/10 월 18:00~21:00 250,000 470,000 이세아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의 경우 개인재료 사용 가능

문화·예술

강좌명 주차 교육기간 요일 시간 수강료 실습비 강사명

꽃예술전문가과정 15 9/5~12/26 수 14:00~17:00 240,000 20,000/1회 한상숙

독일플로리스트과정 15 9/6~12/13 목 19:00~22:00 240,000 25,000/1회 한상숙

라인드로잉지도자(북유럽풍경) 주간반 15 9/3~12/17 월 10:30~13:30 200,000 별도공지 김민선

한국전통자수(주간) 15 9/5~12/26 수 10:00~13:00 250,000 별도공지 김영희

한국전통자수(야간) 15 9/5~12/26 수 18:30~21:30 250,000 별도공지 김영희

전문교육과정_자격증 취득과정

* 강좌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시니어

강좌명 주차 교육기간 요일 시간 수강료 실습비 강사명

디톡스주스&스무디마스터 12 9/5~12/5 수 10:00~12:00 150,000 150,000 안복선

명상지도사 15 9/6~12/13 목 19:00~22:00 200,000 - 최문정

생애건강스포츠지도사 13 9/15~12/8 토 10:00~13:00 200,000 - 한경숙

리스타트카운슬러1급과정 15 9/6~12/13 목 19:00~22:00 300,000 5,000 이순재

교육·상담

강좌명 주차 교육기간 요일 시간 수강료 실습비 강사명

고전한문지도사 15 9/5~12/26 수 10:00~13:00 240,000 - 정현

디베이트코치 양성과정 15 9/3~12/17 월 10:00~13:00 250,000 15,000 최은희

미술심리상담사2급 15 9/6~12/13 목 18:30~21:30 200,000 35,000 이경자

방과후아동지도사1급 15 9/8~12/15 토 10:00~13:00 240,000 50,000 주미란

힐링원예(사회원예상담사)기초 15 9/8~12/8 토 10:00~13:00 250,000 150,000 송미진

힐링원예(사회원예상담사)심화 15 9/8~12/8 토 13:00~16:00 250,000 150,000 송미진

심리상담사2급 15 9/5~12/26 수 18:30~21:30 250,000 5,000 심미경

어린이영어지도사 15 9/8~12/15 토 15:00~18:00 250,000 - 신난영

    청소년가족심리상담사 15 9/3~12/17 월 15:00~18:00 240,000 - 최문정

하브루타 토론교육사 15 9/3~12/17 월 10:00~13:00 250,000 15,000 유영길

인문·사회

강좌명 주차 교육기간 요일 시간 수강료 실습비 강사명

관상과개운법 15 9/5~12/26 수 14:00~17:00 250,000 - 이기선

부동산풍수스토리텔링 15 9/4~12/26 화 19:00~22:00 200,000 - 장원기

실전사주 내정법 15 9/6~12/13 목 14:00~17:00 250,000 - 김종상

인공지능 바둑시대의 유망직업과 비전 15 9/4~12/18 화 18:00~21:00 200,000 - 김동원

사주명리학 자격증반(기초) 15 9/8~12/15 토 15:00~18:00 250,000 - 김원상

사주명리학 자격증반(심화) 15 9/5~12/26 수 15:00~18:00 250,000 - 김원상

정통풍수지리 자격증반 15 9/4~12/18 화 18:00~21:00 300,000 별도공지 강정희

할인율 할인내용 제출서류 비고

50%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증명서

수업 시작 전 

행정실 제출

(감면신청서 공통)

40% 차상위계층 대상자 관련증명서

30%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휴학생 포함) 학생증 사본 혹은 관련증명서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배우자 포함)

관련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직계가족)

장애인(3급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 중인 자

20%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생 관련증명서

3개 과정 이상 신청자 -

만 65세 이상자 신분증 사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공무원증 사본 혹은 관련증명서

10%

유치원·초·중·고·대학교 교직원 재직증명서

2개 과정 혹은 직전학기 신청자 -

총장상 수상자(직전학기) 관련증명서

* 할인은 전문교육과정 및 일반교양과정에 한하며 중복할인 불가함

* 감면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혹은 행정실 방문 작성)를 포함하여 제출서류 미제출시 할인 불가 

* 직전학기는 상반기(봄・여름학기), 하반기(가을・겨울학기)를 기준으로 이전 학기를 말함

전문교육·일반교양과정 수강료 할인 안내



일반교양과정_취미&교양과정

* 강좌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시니어

강좌명 주차 교육기간 요일 시간 수강료 실습비/준비물 강사명

승마 기초* 15 9/3~12/10 월 17:00~19:00 200,000 500,000/10회 유동화

승마 중급* 15 9/3~12/10 월 17:00~19:00 200,000 500,000/10회 유동화

Sweet Dance 15 9/5~12/12 수 16:00~18:00 100,000
운동복, 

실내용운동화
김명자

Real Flow: 몸과 마음을 느끼는 빈야사 요가 15 9/19~12/26 수 14:00~16:00 150,000 요가블럭 지반티카

나도 발레리나!(shall we ballet?) 15 9/7~12/14 금 14:00~16:00 150,000 슈즈 백향은

필라테스 15 9/4~12/11 화목 12:00~13:00 180,000 운동복 이선주

테니스 기초반1** 8 9/3~10/31 월목금 11:00~12:00 280,000
라켓, 운동복, 

테니스화
오윤숙

테니스 기초반2** 8 9/3~10/31 월목금 12:00~13:00 280,000
라켓, 운동복, 

테니스화
오윤숙

테니스 중급반** 8 9/3~10/31 월화목 17:00~18:00 280,000
라켓, 운동복, 

테니스화
오윤숙

스쿼시 기초** 8 9/3~10/31 월목금 10:00~11:00 240,000
라켓, 운동복,

운동화
이병혁

* 승마 기초반은 55세 미만인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급반은 기존 수강생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보험료 별도)
** 테니스, 스쿼시 과정은 10명 정원 내에서 신규 모집합니다. 스쿼시의 경우 라켓 무료대여 가능합니다.

※ 골프 과정은 10월 개설 예정

취미·실용

강좌명 주차 교육기간 요일 시간 수강료 실습비/준비물 강사명

    좌충우돌 핸드폰 영상제작 입문하기 15 9/3~12/10 월 19:00~21:00 150,000 17,000 조욱희

    웹게임 만들기 15 9/3~12/10 월 15:00~17:00 150,000 없음 곽노태

알기쉬운 소액실전경매(주간) 15 9/4~12/11 화 10:30~12:30 150,000 없음 최종우

알기쉬운 소액실전경매(야간) 15 9/4~12/11 화 19:00~21:00 150,000 없음 최종우

    커피로스팅 핸드드립 15 9/4~12/11 화 19:00~21:00 150,000 150,000 정해랑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기초 15 9/5~12/12 화 19:00~21:00 150,000 없음 고정현

스피치아카데미 15 9/5~12/12 수 10:00~13:00 200,000 없음 김수민

    와인의 세계 15 9/6~12/13 목 10:00~12:00 150,000 50,000 김윤희

2018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과정

일
반
교
양
과
정

인문·사회

강좌명 주차 교육기간 요일 시간 수강료 실습비/준비물 강사명

정통풍수지리 15 9/3~12/10 월 18:00~21:00 200,000 별도 공지 강정희

테마가 있는 한국과 중국 옛 그림 
이야기 15 9/3~12/10 월 10:00~12:00 150,000 없음 유순영

     일상생활 속 제테크 15 9/4~12/11 화 15:00~17:00 150,000 없음 이찬호

노년 자서전 쓰기 15 9/5~12/12 수 14:00~16:00 150,000 없음 조해경

     뒤집고 삐딱하게 읽는 논어 15 9/6~12/13 목 10:00~12:00 150,000 없음 이종선

사주통변(심화) 15 9/6~12/13 목 14:00~17:00 300,000 없음 이영길

사주명리(기초) 15 9/6~12/13 목 19:00~21:00 200,000 없음 이영길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풍수지리 사주 15 9/6~12/13 목 19:00~21:00 150,000 없음 박경정

교육·어학

강좌명 주차 교육기간 요일 시간 수강료 실습비/준비물 강사명

     원어민 기초 중국어 15 9/4~12/11 화 14:00~16:00 250,000 별도 공지 밍양양

     단기 완성 기초 일본어 15 9/4~12/11 화 11:00~13:00 250,000 별도공지 한정연

     영어 회화 기초 15 9/8~12/15 토 10:00~12:00 220,000 별도공지 김용환

     영어 회화 중급 15 9/8~12/15 토 13:00~15:00 240,000 별도공지 김용환

문화·예술

강좌명 주차 교육기간 요일 시간 수강료 실습비/준비물 강사명

인물드로잉(주간) 15 9/3~12/10 월 15:00~17:00 150,000 별도 공지 박수진

인물드로잉(야간) 15 9/3~12/10 월 19:00~21:00 150,000 별도 공지 박수진

영상으로 듣는 클래식 음악<오페라> 15 9/4~12/11 화 10:00~12:00 150,000 없음 김자경

행복한 시창작과정 15 9/4~12/11 화 11:00~13:00 150,000 없음 박남희

베이직 연필화 15 9/4~12/11 화 10:00~12:00 150,000 5,000/1회 이영선

여행풍경 수채화 15 9/4~12/11 화 12:00~14:00 150,000 5,000/1회 이영선

김영선 성악교실 15 10/2~12/18 화 14:00~17:00 130,000 없음 김영선

클래식기타 기초 15 9/4~12/11 화 19:00~21:00 150,000
클래식기타, 
교재별도

이준호

     가야금의 이해 및 실습 11 9/5~12/12 수 16:00~18:00 150,000
120,000

(악기 대여비)
조영재

초급 색소폰 테크닉 15 9/5~12/12 수 18:00~20:00 150,000 악기지참 김주현

보타니컬아트 15 9/5~12/12 수 19:00~21:00 150,000 별도 공지 김효정

한글서예 15 9/6~12/13 목 10:00~12:00 150,000
85,000

(재료 구입비)
김지수

오카리나 기초 과정 15 9/7~12/14 금 11:00~13:00 150,000
25,000

(악기 구입비)
김연숙

수묵화(오전) 15 9/7~12/14 금 10:00~12:00 150,000 6,000 이명숙

수묵화(오후) 15 9/7~12/14 금 14:00~16:00 150,000 6,000 이명숙

     한국무용 15 9/6~12/13 토 13:00~15:00 150,000 없음 김희진



연
계
특
강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협력 대학연계 시민대학

9.17~11.26(10주), 매주 월 14:00~16:00

이탈리아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르네상스 창조성의 주요 요인들을 이해하는 아트인문학 강좌로, 이탈리아 주요 

도시의 유명 관광지, 주요 문화예술 작품, 인물들에 대해 학습하고 르네상스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

해 이야기해보는 강좌입니다.                                                 김태진(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르네상스 현장을 찾아가는 아트인문학 이탈리아 여행

9.19~12.5(10주), 매주 수 10:00~12:00 *9.26, 10.3(휴강)

서울의 주요 장소인 서울역, 용산, 남산, 명동, 정동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각 지역의 특색을 비교하고 이해

해보는 강좌입니다.         정재정(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정재정 교수의 서울역사 이야기

9.19~12.5(10주), 매주 수 14:00~16:00 *9.26, 10.3(휴강) 

조선의 수도 서울의 수도성과 국가상징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개항 이후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와 근대 

시설물의 등장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 살펴보는 강좌입니다.

박희용(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이현진,최인영(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울을 만든 조선과 근대의 시설물

접수기간  8.17(금) 10시부터(예정)         

접수방법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회원가입 후 서울자유시민대학-대학연계에서 신청

무료 강좌

연계특강

동대문구·다산연구소와 함께하는 제4기 동대문 다산 시민대학

09월14일 다산 정약용과 오늘

09월21일 삼근계(三勤戒)의 가르침, 스승의 자리를 묻다

09월28일 다산과 연암의 거리

10월05일 유적지답사1: 남양주, 수원화성

10월12일 다산 가족의 두 얼굴

10월19일 주자와 다산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

1주차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

2주차
소규모 정비부터 재개발까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비수법의 이해

3주차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

4주차 정비사업 조합과 신탁방식의 비교

5주차 내 집 지키는 감정평가의 이해

6주차 공동주택(apt)단지 설계의 최신 트렌드 분석

7주차 사업성을 높이는 사업시행계획

8주차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관리처분계획

9주차 정비사업 갈등관리 전략

10주차 돈의문 박물관 마을 투어

10월26일 차향(茶香)으로 맺은 인향(人香)

11월02일 같고도 다른 삶, ‘다산과 추사’

11월09일 유적지답사2: 강진

11월16일 조선시대 법, 다산의 정의론

11월23일 군주의 길, 사대부의 길

11월30일 삶의 풍경, 사람의 무늬

9.14~11.30(12주), 매주 금 10:00~12:00

9월 개강 예정 (자세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다산 정약용과 삶의 풍경

교육장소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장

모집인원  동대문구민 60명 ※선착순 모집 마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ice.uos.ac.kr) 및 전화신청(☎02.6490.6507)

등 록 비  3만원(신청자에 한해 등록비 안내 문자 발송)

※   온라인 또는 전화신청 후 등록비까지 입금하셔야 최종 수강 신청이 완료되며, 등록비의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특화교양과정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

서울특별시 주거사업협력센터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주요 쟁점

과 사례를 알아가는 강좌입니다.

9.6~10.11(6주), 매주 목 10:00~12:00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하는 <역사교실 3기>

그림과 사진으로 만나는 동아시아 고중세사

도상언어로 본 유라시아 선사와 고대 문화, 고구려 고분벽화, 추석의 유래 등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교육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흐름과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교육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11~11.13(8주), 매주 화 10:00~12:00 *실습비 별도 

서울새활용플라자와 함께하는 <새활용 교육>

쓰레기가 자원으로! 새활용 교육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ZERO WASTE City 2030을 추진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사업소개 및 시민 참여형  

업사이클링 체험교육입니다.

*실습비는 회차당(4주차~8주차) 만원이며, 당일 현장 지불 예정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교육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주차 09/11
이론

재활용? 새활용이란? 세계 트랜드 Upcyling
서울시립대학교

2주차 09/18 새활용디자인의 사례 및 새활용기업 소개

3주차 10/02 투어 문화의 새활용:새활용 전파상이야기

서울새활용플라자

4주차 10/16

실습

가족과 함께 새활용-1차:책 업사이클링(포스터노트,장난감)

5주차 10/23
가족과 함께 새활용-2차
:우산업사이클링(해체,필통,파우치만들기)

6주차 10/30
우리집 새활용 인테리어-1차
:새활용 인테리어 tip(액자만들기)

7주차 11/06
우리집 새활용 인테리어-2차
:새활용 작가와 함께 작품 만들기

8주차 11/13
우리집 새활용 인테리어-3차
:새활용 아트 조명 만들기

2018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과정

무료 강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