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 계 획 서 

강 좌 명 방과후 아동영어지도사

담당강사 강 현 숙 E-mail hsk747@hanmail.net

교육기간 
2020. 4. 8. ~7. 22 

(15주)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10:00 ~ 12:00 (총 30시간)

강좌개요
(소개)

 어린이(6세~13세)에게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성인을 위한 강좌입니다. 방과후 아
동지도에 관한 내용, 영어를 어린이에게 가르치는 교수법을 배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수업교재
『방과후 아동지도론』 19,000원(2017), 창지사, 신혜영, 유민임  +
 『Teaching English to Children as a Foreign Language』(2020) 형설출판사 15,000원  
  = 총 34,000원    * 교재는 강사가 단체로 주문해드립니다.

주 날짜 강의내용 강사명
사용

기자재
수강생
준비물

비고

1 4/8
Chapter 1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이해 

Chapter 1 Children as Language Learners
강현숙

필기구,
교재비

2 4/22
Chapter 2 방과후 아동지도의 변천 

Chapter 1 Children as Language Learners
강현숙 컴퓨터 교재

3 4/29
Chapter 3 국내 방과후아동지도 현황

Chapter 2 Teaching Listening 
강현숙 스크린

4 5/6
Chapter 4 외국 방과후아동지도 현황

 Chapter 2 Teaching Listening 
강현숙 스피커

5 5/13
Chapter 5 아동기 발달 특성 
Chapter 3 Teaching Speaking

강현숙 빔프로젝터

6 5/20
Chapter 6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 

Chapter 4 Teaching Reading
강현숙 포인터

7 5/27
Chapter 7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의 자격 및 양성 

Chpater 5 Teaching Writing
강현숙 칠판

8 6/3
Chapter 8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의 자질과 역할 
Chapter 9 방과후 아동지의 평가, Chapter 6 

Integrating the Four Language Skills 
강현숙 모니터

9 6/10
Chapter 10 방과후 아동지도의 개선 방안

Chapter 7 Assessment 
강현숙

10 6/17
Chapter 11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Chapter 8 The Learning Environment, 

Classroom Management
강현숙

11 6/24
Chapter 12 생활지도 

Chapter 9 Lesson Planning
강현숙

12 7/1
Chapter 13 숙제지도 

Chapter 10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강현숙

13 7/8 Chapter 14 건강 및 안전지도 
Chapter 10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강현숙

14 7/15
Chapter 15 문제 행동지도 
Chapter 11 Team Teaching

강현숙

15 7/22 Chapter 16 성교육 강현숙

<안내사항>

1. 개강일정 : 2020.04.06.(수) 해당 주 요일별 순차적 개강



상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 날짜 : 휴일의 경우 다음 주 해당요일의 일자로 표기

3. 휴·보강 : 임의로 휴강 불가. 단, 부득이하게 휴강 시 사전에 다음과 같이 진행

   ※ 수강생 협의 → 휴·보강계획서 작성 → 휴·보강계획서 행정실 제출 → 보강실시

● 이 과정은 한 학기 15주간 30시간을 이수하시면 방과후아동지도사(영어부문) 2급 자격증을, 

두 학기 30주간 60시간을 이수하시면 방과후아동지도사(영어부문)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이수 조건

● 2급- 과제, 수업시연 이수, 출석율 70% 이상, 지필고사 70% 이상, 자격증 발급비 13만원 별

도

● 1급- 과제, 수업시연 이수, 출석율 80% 이상, 지필고사 80% 이상, 자격증 발급비 15만원 별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