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논산시평생학습관 1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 상기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성예절지도사 대비과정 
대상(인원) 성인 (10명) 강   사 구 영 본 

요일/시간 화요일 / 14시 ~ 16시 강의실  중강의실 2

강사소개
학력 :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박사졸업(예절다도학 전공)
저서 :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글로벌시대의 차문화와 에티켓』,『나를 위한 차 한잔』 등
강의경력 : 성신여대·대전대·평생교육원(한남대·공주대)·웅진예원·공주문화원,대전시민대학 등 

강의개요

인성 8대 덕목을 이해하고 품격과 능력을 갖춘 인성예절지도사 양성 및 교육  
  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기른다.    
2016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로 실시하  
  는 인성예절교육 및 전문봉사의 참여를 돕고 자아실현의 계기가 된다.  

교재 및 재료비 없음(수업회자별 프린트물 배포 / 교재제본가능 : 희망자 - 비용 15,000원) 

학습자준비물 필기도구 

회차별 내용

회차 날짜 학습주제 지도내용 학습자준비물

1 1/5 인성예절 인성과 인성예절의 의미/ 예절, 에티켓, 매너의 차이 

필기도구

2 1/12

생활예절

(인성덕목 : 

예․효․책임)

첫 만남은 인사부터(배례법, 악수법, 경례법)

3 1/19
 어떻게 부를까? 어떻게 불릴까?(호칭, 별칭, 존칭)
 방문을 위한 준비(명함 만들기, 자기 소개법 등)

4 1/26
 가족 구성원간의 매너 지키기 
 - 돈암서원의 김장생과 김집/현대인의 효 생활 실천 사례 

5 2/2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예절교육의 필요성  
 -학습시간, 교우관계, 선생님과의 대화 예절 

6 2/9 사회생활의 에티켓은? 공공생활과 직장생활의 기본

7 2/16

인성예절교육

-인성덕목-

정직․책임․
존중․소통․

배려 

고전에서 찾아보는 바른 몸가짐, 마음가짐
-격몽요결의 구용구사 / 현대인의 계녀서(부녀자 덕목) 

8 2/23
 현대인의 바른 몸가짐 마음가짐의 필요성 
 -함께 교육하는 사회, 함께 누리는 세상 

9 3/2
 바른 몸가짐 마음가짐의 실천 
 -개인생활, 국제생활 등

10 3/9  인성덕목의 교육 사례1

11 3/16  인성예절교육 강의안 작성법 실습1  

12 3/23 시범강의  인성예절교육 시범강의1 /인성생활 실천사례 발표1



민간자격정보 및 기관정보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과 자격관리(발급)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과정비 및 교육과정비 환불에 관한 사항은 아래 교육과정 운영기관정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알림사항

① 상기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홈페이지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격명
(강좌명)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 자격발급

기관
총비용 및 세부내역

(학습관 수강료 제외) 환불규정 자격관리(발급)기관 정보

인성예절지도사
(인성예절지도사 

대비과정)

등록
민간자격

2015-000324호 한국예절원

응시료 : 70.000원
자격발급비 : 없음
(출제문항의 60% 이상 
통과 후 자격발급)  

응시료는 1주일전 100%, 3일
전~당일까지 30% 차감후 환불 

기관명: 한국예절원
대표자: 김계숙
연락처: 010-8632-5718
이메일: kgs5718@hanmail.net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24 113-1102
홈페이지:http://www.yae.co.kr 

http://www.y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