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아카데미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인문교육 프로그램
대상

평창군민 (일반 성인)

역사기행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과학 등의 학문을 뛰어넘어 전 우주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조망하고, 나와 우주에 대해 성찰하는 융합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2018. 4. 25 ~ 7. 4 (10회) / 매주(수) 13:00~15:00 / 서울대 평창캠퍼스

고전학당

HAPPY700

인류 지성사의 전환점을 이룩한 동양고전 10선을 선정하여 매 주 하나씩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프로그램
2018. 3. 27 ~ 6. 12 (10회) / 매주(화) 13:00~15:00 / 서울대 평창캠퍼스

예술산책
생활 속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예의 세계를 이론을 통해 배우고, 기본 기술
습득을 통해 직접 자신만의 독창적인 공예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2018. 3. 26 ~ 6. 4 (10회) / 매주(월) 14:00~16:00 / 서울대 평창캠퍼스

건강특강
평창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몸을 이해하고, 각 질병 및 암 발생의 원인을
알아보며 예방법을 배워보는 프로그램
2018. 4. 26 ~ 6. 14 (8회) / 매주(목) 13:00~15:00 / 각 읍면 지정 장소
※ 읍면 순회 형식으로 진행, 일정 추후 조정
(평창읍, 봉평면, 방림면, 미탄면, 대화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지역농업 전문가 아카데미
농업 전문성을 함양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농업
활성화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역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가 프로그램
대상
장소
기간

HAPPY700 평창 시민대학은?

일시

서울대와 평창군청이 평창군민의 평생학습 역량 증진

과정구성

지역농업 종사자 및 관계자 (30명 내외)
서울대 평창캠퍼스
2018. 3 ~ 12 (1학기, 2학기 학기제 운영, 학기 당 15주)
[1학기] 2018. 3. 29 ~ 7. 5, 14:00 ~ 16:00 매주(목) / (15주)
[2학기] 2018. 9 ~ 12 운영 예정 (15주)
이론 및 현장학습

및 지역 최대산업인 농업 분야에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마련한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안내 및 문의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18. 2. 7(수) ~ 2018. 3. 20(화)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 수 처 :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부서 (033-330-2229) / E-mail : my4869@korea.kr

수강신청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열린군정

평창소식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게시글 참고

연락처
평창군청 033-330-2229
서울대 평생교육원 02-880-2567
서울대 평창캠퍼스 033-339-5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