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1 8 S P R I N G
봄학기 수강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18.�1.�29(월)�~�2018.�2.�28(수)

강좌 기간�2018.�3.�02(금)�~�2018.�05.�31(목)

방문 접수� �잠실�MBC아카데미�사옥�2층�문화사업부

접수 시간 주중(월~금)�오전�10시부터�오후�5시

인터넷 접수�http://www.mbcac.com

전화 문의�02)2240-3830�또는�02)2240-3800

 아카데미 위치안내

05562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10 (잠실동 198) MBC아카데미

Tel. 02)2240-3830 Fax. 02)2240-3838

4번출구

잠실 엘스아파트 단지

잠실
리센츠
아파트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국민은행
CU편의점

하나은행

우리은행

1번출구 9번출구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역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아시아공원

올림픽대로

92 2 잠실새내역

1개월 이내(2~4회 강좌)

강의 횟수의 1/3 경과전 : 수강료의 2/3 환급

강의 횟수의 1/2 경과전 : 수강료의 1/2 환급

강의 횟수의 1/2 경과후 : 수강료 미환급

1개월 초과(5회 이상 강좌) 월 단위 분할 후 1개월차 기준 적용 + 잔여월  수강료 적용

환불 규정(개강 1일전까지 방문일 기준)

개강일 3. 4(일) 3. 5(월) 3. 6(화) 3. 7(수) 3. 8(목) 3. 2(금) 3. 3(토)

종강일 5. 20(일) 5. 28(월) 5. 29(화) 5. 23(수) 5. 24(목) 5. 18(금) 5. 26(토)

휴강일 - 5. 7 5. 22 - - - 5. 5

강의횟수 12 12 12 12 12 12 12

강의 일정 

·3. 1(삼일절), 5. 5(어린이의 날) 5. 7(대체휴일), 5. 22(석가탄신일)은 법정 공휴일로 수업 및 접수 업무가 불가합니다.

퇴근 후 일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자!

일상의 소소함과 행복을 담아줄 사진 학교 

화�19:00~20:30�(3.13~4.24)�수강료�8회�160,000원

이정현 KT&G�상상마당,�서강대학교�출강�

뉴욕�School�of�Visual�Arts�대학원,�MFA�Photography�졸업

1회�오리엔테이션,카메라의�원리� 2회�빛의�원리

3회�사진의�노출-조리개�� � 4회�사진의�노출-셔터

5회�야외출사�:�4.7(토)�진행�� 6회�사진의�노출-감도

7회�카메라�다양한�모드�� � 8회�렌즈의�이해,�최종�포트폴리오�리뷰

·준비물 : DSLR카메라  

·강의 장소 : MBC아카데미 잠실 사옥 3층 301호 강의실

내 손으로 직접 정비해서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 정비 학교 

토�09:00~18:00�(3.17~4.28)�수강료�6회�480,000원�

김철�CAFE�THE�SPORTS대표,�자전거�안전교육지도사�

1회�기본이론,�자전거�점검법,�프레임�소재와�정열

2회�바퀴탈착,�타이어,�튜브,�펑크패치

3회�구동계열,�조향계열,�그립과�바테잎�

4회�제동시스템구성,�겉선과�속선,�패드와�로터,�캘리퍼�조정

5회�변속시스템�구성,�겉선과�속선,�변속�조정�

6회�자전거�전체�분해�조립

·강의 장소 : 자전거 평생교육원(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3-3 백영빌딩 3층) 

·휴강일 : 4.7(토)

나만의 취향 저격! 수제 맥주 만들기

5.13(일)�13:00~15:00�수강료�1회�40,000원

· 준비물 : 맥주 발송비 3,500원 현장 납부(현금) 

·강의 장소 : 굿비어공방(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455-10)

챠밍댄스 지도자 과정

토�14:30~17:30��

수강료�800,000원�(3/3�개강)

유현숙���現�챠밍댄스�&�싱잉�코리아�대표�

現�한국가창학회�부회장�

前�동국대학교�사회교육원�출강�

·  본 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을 거쳐 

챠밍댄스지도자 자격증(2급) 취득 가능

·  강의장소: 롯데 강남점 MBC 아카데미

스크래치 코딩 지도자 과정

A�토�13:00~19:00��

(월�4회.�3/10�개강,�4/7�개강)��

B�화,목��10:00~13:00��

(월�8회.�3/6�개강,�4/3�개강)�

수강료�580,000원�

(교재비�외�제반�비용�일체)

·  과정 수료 후 강사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상담 후 진료에 도움을 드립니다.

주산암산 지도자 과정

A�금��10:00~14:00��

(월�4회.�3/5�개강,�4/9�개강)

B�토��10:00~14:00��

(월�4회.�3/10�개강,�4/7�개강)��

수강료�380,000원�

(자격증�발급료�외�제반�비용�일체)

·  교육 수료 후 강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캘리그라피 전문가 과정

목�11:00~12:30���

수강료�10회�150,000원(재료비�별도)

황봉흠���사)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경기남부지회장�

現�묵황캘리그라피연구소�대표,�

산그림�작가

·  자격증반은 캘리그라퍼 2급,1급,지도사 

자격증 준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2급자격증 시험요건 : 30시간 이수와 

수료인증서 필요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시니어 코딩 교실

월�10:00~11:30�수강료�120,000원

목�14:00~15:30

·노트북 대여료 월 15,000원 별도

스마트폰 영상 활용법

수�14:00~15:20�(3/14~3/28)��

수강료�3회�30,000원

장현춘�스마트폰과�SNS�전문강사

스마트폰 기능과 어플 
활용법

수�14:00~15:20�(4/11~4/25)��

수강료�3회�30,000원

장현춘�스마트폰과�SNS�전문강사

내 아이는 내가 교육한다! 
엄마가 먼저 배우는 코딩

수�10:00~11:50�수강료�180,000원

·노트북 대여료 월 15,000원 별도

꿈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 
전문가 아카데미

2018 봄학기 

EDU-CULTURE 

CENTER



미소와 힐링을 선사하는 
김순기의 노래 교실

수�11:30~12:30�수강료�100,000원

·공개특강 : 3. 7(수)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우종민의 팝송 교실

목�10:30~12:00�수강료�110,000원

우종민�서울예술대학교�실용음악과�졸업.�

前�MBC�FM�김기덕의�골든디스크�고정�출연��������������

한 번쯤 꿈꿔왔던 나의 이야기 
소설 창작 

목�10:30~12:00��수강료�110,000원

김호운�소설가.�

(사)한국소설가협회�상임이사�겸�편집주간�

�2016�한국소설문학상�문화체육부�장관상�

저서�<유리벽�저편>,�<겨울�선부리>,�

<빗속의�연가>�外

글쓰기의 시작부터 
수필 창작

금��10:30~12:00��수강료�110,000원

최원현�수필문학가.�문학평론가�

한국수필창작문예원장,��

(사)한국문인협회�이사�

저서�<날마다�좋은�날>,�<오렌지색�모자를�

쓴�도시>�外

보타니컬 아트

수�10:30~12:30�수강료�110,000원

이계형�서울여대�플로라아카데미�수료.�

한국식물화가협회�소속�강사

정현주의 해설이 있는 도심 속  아트 투어

정현주���성균관대학교�미술교육과�졸업�

홍익대학교�대학원�문화예술경영학과�석사

살랑살랑 봄바람 따라 걷는 서울 골목 산책

이주화���여행작가.�네이버포스트�여행분야�스타�에디터�

<진짜�서울은�골목�안에�있다>�저자

다시 부는 봄바람~ 벚꽃길 따라 ...일상이 즐거워지는 시간

김순기

계동 & 원서동 골목산책

4.24(화)�10:30~12:15�참가비�20,000원

·집합 장소 : 안국역 3번 출구 앞 집결

을지로 골목산책 

5.17(목)�10:30~12:10�참가비�20,000원

·집합 장소 : 을지로3가역 3번 출구 앞 집결

부암동 스페인 전문 갤러리 반디트라소

3.22(목)�11:00~12:00�수강료�15,000원

소격동 아라리오

4.19(목)�11:00~12:00�수강료�15,000원

성북동의 아트 스페이스 벤

5.17(목)�11:00~12:00�수강료�15,000원

창덕궁, 대학로 문화탐방

3.14(수)�10:00~12:00�수강료�10,000원

·집합: 안국역 3번출구 

·입장료:   창덕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개인부담)

·코스:   아라리오 뮤지엄, 창덕궁, 창경궁, 

전망대, 학림다방, 김광균 시비, 윤선도 

시비

서촌 문화탐방

3.�28(수)�10:00~12:00�수강료�10,000원�

·집합: 경복궁역 2번출구  

·입장료:   박노수미술관 1,500원(문화가 있는 수요일 할인요금, 개인부담) 

·코스:   이상의 집, 노천명 가옥, 박노수 미술관, 윤동주 하숙집, 위항문학 발상지, 정철 생가터, 

이광수 가옥, 보안여관, 통인시장

덕수궁, 정동 문화탐방

5.2(수)�10:00~12:00�수강료�10,000원

·집합: 시청역 3번출구 

·코스: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덕수궁, 

전망대, 배재학당 역사관, 정동교회 

,이화 박물관, 구 러시아공사관, 경희궁 

,서울역사박물관

묵황 캘리그라피 

목�11:00~12:30���

수강료�10회�150,000원(재료비�별도)

황봉흠�사)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경기남부지회장�

現�묵황캘리그라피연구소�대표,�산그림�

작가

·기본 재료비 : 첫 수업시 구매 가능(50,000원) 

본인이 직접 구매해 오셔도 무방합니다.

색연필 민화로  
나만의 소품 만들기

수�11:00~13:00�수강료�120,000원

토�11:00~13:00

김정아�Coloringme�대표

·  재료비 별도(48색 색연필-프리즈마컬러 추천, 

수업 중 종이 구매 2,000원) 

준비물: 2H 연필, 미술용 지우개, A4 용지 1장, 

연필깎이

·  수준별(초급/중급)로 다른 도안을 선택하여 

수업합니다.

서울 문화 탐방
김명식 문화기행�전문가,�<문학기행>집필자,�서남신학원�교수

오전 11시에 만나는... 인문학 아카데미
클래식, 인문(人文)으로 입문(入門)하다

목�11:00~12:30�수강료�10회�150,000원

이채훈�클래식�칼럼니스트,�前�MBC�교양�다큐PD

1강� 클래식,�왜�400년인가?�-�오르페우스의�부활과�죽음

2강� 일그러진�진주,�클래식이�되다�-�비발디와�페르골레지�

3강� 바로크�음악의�월계관,�바흐와�헨델���

4강� “마술피리,�음악의�힘으로”�-�근대음악의�빅뱅,�모차르트

5강� “고뇌를�너머�환희로”�-�베토벤,�음악을�해방시키다

6강� 꿈꾸는�방랑자�슈베르트의�텅�빈�피아노

7강� 쇼팽의�심장은�어디로�갔을까?

8강� <레미제라블>,�오페라와�뮤지컬의�경계에서

9강� ‘멜로디의�천재’�차이코프스키의�꿈과�좌절

10강� 말러,�사랑과�죽음의�교향곡�-�낭만시대의�종말과�‘현대음악’의�탄생�

사랑과 욕망에 관한 철학적 성찰

금 11:00~12:20�수강료�10회�150,000원

김인곤�서울대학교�철학과�석박사,�現�정암학당�전문위원

1강� 불멸을�향한�열망�『플라톤』� 2강� 몸�속의�악마�『아우구스티누스』

3강� 절대적�성,�절대적�자유�『사드』� 4강� 금기와�위반의�에로티즘�『바타이유』

5강� 미개사회의�문화와�성�『말리노프스키』� 6강� 여성의�성�『보부아르』

7강� 욕망과�성�『라캉』� 8강� 어머니의�이름으로�『크리스테바』

9강� 사랑의�윤리�『프롬』� 10강� 에로스적�운명�『마르쿠제』

미리 떠나보는 유럽 예술여행 
스페인

수�11:00~12:00�수강료�10회�100,000원

정현주�성균관대학교�미술교육과�졸업�

홍익대학교�대학원�문화예술경영학과�석사

1강�스페인의�볼거리,할거리,먹을거리� 2강�스페인에�말을�건네다(스페인�역사와�문화)

3강�스페인�여행의�시작�중세의�도시�톨레도� 4강�유럽3대�미술관�프라도�미술관

5강�스페인의�자존심�사그리다�파밀리아의�가우디� 6강�스페인�문화�예술계�스캔들�들여다보기

7강�스페인의�핫�한�명작스캔들� 8강�낮보다�아름다운�바르셀로나

9강�이슬람�문화에�젖다!�그라나다의�알함브라궁전� 10강�스페인의�일상,�그�곳에서�다시�꿈을�꾸다

·휴강 : 5.23(수) 

조선의 걸크러쉬, 여성유학자들

월�11:00~12:20�수강료�8회�120,000원�(3.�12�개강)

이원진�국민대학교�문화교차연구소�연구원�

<니체,�그의�삶과�철학>�<더불어�사는�법을�가르쳐라>�공저�

1강�조선�최초의�여성�성리학자,�임윤지당의『임윤지당유고』�

2강�여자도�성인이�될�수�있다,�강정일당의『정일당유고』

3강�태교부터가�성인의�길이다,�이사주당의『태교신기』

4강�조선�최초의�여성실학자,�이빙허각의『규합총서』�

5강�조선의�데카르트,�장계향의『음식디미방』�

6강�여성은�무조건�배워야�한다,�인수대비『내훈(內訓)』

7강�분노를�다스리는�경지에�오르다,�황정정당의『정정당일고』

8강�남성에�좌우되지�않는�여성의�자존,�김호연재의『자경편(自警編)』

묵황 황봉흠 작가님 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