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논산시평생학습관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 상기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몸을 살리는 약초이야기
대상(인원) 성인 (15명) 강   사 현 대 용

요일/시간  화요일 / 10시 ~ 12시 강의실  중강의실 3

강사소개
보건학 박사
약용식물자산관리사
현) 대전시민대학 등에서 ‘약초이야기’ 강의 중

강의개요
 산과 들의 식물을 대상으로 약초와 독초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양한 약초의 약리성분, 효능 및 약초건강차 등 활용방법을 익힌다.

교재 및 재료비 교재 복사본 10,000원(희망자에 한해 구매)

학습자준비물 필기도구 

회차별 내용

회차 날짜 학습주제 지도내용 학습자준비물

1 1/5 약용식물의 이해 약용식물의 정의, 분포, 생리활성물질 등

필기도구 

2 1/12 자양강장에 도움이 되는 약초
마가목, 마름, 명아주, 오미자, 쥐똥나무, 
야관문 등

3 1/19 관절염, 관절통에 도움이 되는 약초 딱총나무,산자고,석곡,우산나물,으름덩굴 등

4 2/2 신경통, 류마티즘에 도움이 되는 약초 노간주나무,도꼬마리,강활,만병초,마삭줄 등

5 2/9 불면증, 정신불안에 도움이 되는 약초 골풀,자귀나무,좁쌀풀,참나리,솜대,산조인등

6 2/16 간염, 간장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초 괭이밥,하고초,더위직이,물레나물,인진쑥 등

7 2/23 호흡기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초 반하, 앵초, 윤판나물, 전호, 참반디 등

8 3/2 여성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초 마타리, 무궁화, 부처손, 쇠비름, 엉겅퀴 등

9 3/9 이뇨, 변비와 통변에 도움이 되는 약초
연교, 패랭이꽃, 개감수, 나팔꽃, 냉초, 
소루쟁이 등

10 3/16 장염과 장출혈에 도움이 되는 약초
가막사리, 갈퀴덩굴, 개연꽃, 계뇨등, 골무꽃, 
황금 등

11 3/23 피부질환, 구충에 도움이 되는 약초 며느리밑씻개, 백선, 복수초, 애기똥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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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용식물
전문관리사

(내 몸을 살리는
약초이야기)

등록 
민간자격

2016-001826
(사)글로벌
교육개발원

(총비용 : 100,000원)
응시료 : 70,000원
자격발급비: 30,000원

응시(검정)료: 접수 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자격발급비: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응시료 30% 공제 
후 환불,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기관명: 사)글로벌교육개발원
대표자: 장진호
연락처: 042-489-1898
이메일: jjinho1004@hanmail.net
소재지: 대전 서구 도산로 450, 3층(용문동)
홈페이지: www.edu25.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