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요강

문화센터 회원혜택
7/20(수), 7/21(목), 7/22(금) 전강좌 5% 할인
※7/20(수)은 온라인접수만 가능 (현장접수불가)1
재수강 정규강좌 10% 할인
※2022년 여름학기 동일 정규강좌 수강회원2
특강과 동일한 정규강좌 접수시 5% 할인
※신규회원에 한함3
처음 듣는 강좌 접수시 5% 할인
※8/31까지  ※기존 듣고 있는 강좌 외 다른 강좌 수강시4

※ 모든 할인혜택은 세이브앱 설치시 적용가능
※ 중도 취소시 수강료원가에서 공제후 차액환불
※ 개강후 접수시 수강료원가에서 회차등록 결제
※ 정규강좌 수강료 최대할인율은 35%까지만 가능
※ 5%특강의 경우 할인 중복불가

강좌기간 2022. 9. 1(목) ~ 2022. 11. 30(수)
 ※ 4면 요일별 강의일정표 참고바랍니다.

접수기간  2022. 7. 20(수) ~ 선착순모집
 7. 20(수)-온라인접수(현장접수 불가)
 7. 21(목)부터 온라인&현장접수 가능
 ※ 접수기간 이후에도 중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일부 강좌 제외)

추가접수 2022. 9. 1(목) ~ 강좌별 마감시까지
방문접수 (평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 법정공휴일은 문화센터 휴관입니다.

접 수 처  세이브존 울산점 7층 문화센터
접수문의  052)279-9906, 9907
인터넷접수 인터넷 검색창에 [세이브존 문화센터] 검색
홈페이지 http://saveculture.savezone.co.kr
 ※ 인터넷·모바일 접수시간 : 오전 10시부터 가능

가을학기 울산점

회원모집
(수)

720/

① 대상 (1명) : 세이브존 상품권 10만원 & 상장
② 최우수상 (1명) : 세이브존 상품권 5만원 & 상장
③ 우수상 (1명) : 세이브존 상품권 3만원 & 상장
④ 입상 : 상장원 (참가자 전원)

* 각 점별 시상 예정
* 수상 작품은 세이브존 문화센터 마케팅에 활용 될 수 있음

① 세이브존 관련 자유주제 (쇼핑, 문화센터 등)
② 아름다운 지구 지키기

① 규격 : 8절 도화지
② 재료 : 무관 (뎃생 / 디지털작품은 제외)

2022년 7월 20일(수) ~ 2022년 9월 30일(금)

2,000원 (300명 한정)

세이브존문화센터홈페이지
커뮤니티→그림대회에 등록

2022년 10월 19일(수) (일정변경가능)
겨울학기 회원모집 전단 및 홈페이지 게시

각 점 문화센터

문화센터 미술강좌 수강회원 중
5세 ~ 13세 어린이

재료비 0원으로 즐기는 케이크 특강
※재료비는 전액 세이브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재료준비로 당일접수는 불가하며, 취소는 개강 7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달달한 초코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 일   시 : 8/19(금) 
 15:30-16:20
 16:30-17:20
· 수강료 : 5,000원

할로윈 케이크 
만들기
· 일   시 : 10/28(금) 
 15:30-16:20
 16:30-17:20
· 수강료 : 5,000원

미끌미끌 알로에
워터 슬라이드
· 일   시 : 8/21(일)
  11:00-11:40(21~33개월)
  11:50-12:30(14~20개월)
· 수강료 : 10,000원
· 준비물 : 여벌 옷, 물티슈
알로에를 만져보고 잘라보며 

촉감 느껴보기/ 알로에에 물을 

넣어 주르륵 흐르는 비놀이/바

닥에 알로에를 풀어놓고 엉덩

이로 미끌미끌 슬라이드 체험

가을에 만나는 
펑펑 하얀 눈
· 일   시 : 8/28(일)
  11:00-11:40(21~33개월)
  11:50-12:30(14~20개월)
· 수강료 : 10,000원
· 준비물 : 여벌 옷, 물티슈
미끌미끌 전분 촉감 느껴 

보기/ 물을 살짝 넣어서 눈 

볼 또는 눈사람 만들기/ 전

분을 물에 풀어 주르륵 흐

르는 질감 느껴보기

문센 키카랜드

우리아이 교육의 시작

실험을 통해 배우는
눈으로 보는 실험과학

눈으로 보는 실험과학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따라하며 

과학 원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 일   시 : 일)13:30-14:20(6~9세)
· 수강료 : 5,000원

창의력ㆍ표현력이 반짝반짝
창의표현 아뜰리에

이야기와 연계된 활동으로 흥미를 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미술 활동을 하며 아이의 개성을 살려 봅니다.

· 일   시 : 일)14:30-15:20(4~7세)
· 수강료 : 5,000원

9/4 구석구석 우리몸의 구조: 우리 몸 구조를 알아보고 직접 만들기

9/18 뿌리,줄기,잎을 통한 관찰 : 속속들이 식물의 구조

10/2 자석과 자기장 : 철가루와 자석놀이

10/16 쑥쑥 자라는 동물 : 동물-곤충의 성장과정 표현하기

10/30 찌릿찌릿 전기와 전자석 : 전기회로를 통한 전류의 흐름보기

9/4 무엇이든 만두: 양쪽이 똑같은 만두표현

9/18 뾰족 알록달록 내마음 : 색종이와 우산 완성

10/2 패션 디자이너가 될꺼야 : 물감으로 카멜레온 색칠

10/16 더 맛있는 건 없을까? 긁어서 불꽃놀이 표현

10/30 내가 다시 바다에 가면 : 소금으로 바다 표현

※재수강할인, 특강 듣고 할인 중복제외  
※중도취소시 미적용

가을학기 전강좌 5% 할인
 (8/31까지)

유아강좌
정규강좌 등록 회원님께

아토팜 샘플 1키트 증정
※방문등록시에 한함 / 선착순 50명

알찬 수강후기를 추첨하여
가을학기 1강좌

50% 할인혜택

세이브존 문화센터에서 수강하신 후기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주세요!

※8/24(수) 등록분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티키타카 생활속 외국어 여행

컬쳐 인사이트 교양

MUSIC IN LIFE 뮤직 스튜디오

아이&어른 다 사용가능 한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기분좋은 일상~ 캔들만들기

성인강좌

Adult Class

손끝감성 공예

※모든강좌 재료비, 교재비 별도

부드러운 선율, 피아노
조연옥 전문강사
(월)17:00-17:20
(월)17:20-17:40
(월)17:40-18:00
(월)18:00-18:20
(월)18:20-18:40
(월)18:40-19:00
(월)19:00-19:20
(월)19:20-19:40
10주 100,000원
교재비 별도 / 1:1 개인 20분 레슨

전통악기 가야금
김수현 전문강사
(월)19:00-20:00
10주 80,000원
악기구입 상담가능

트럼펫
박재희 전문강사
(화)19:00-19:50
3개월 80,000원 
악기구입 상담가능

고운소리 플루트
이주하 전문강사
(화)18:30-19:20
3개월 80,000원 

악기구입 상담가능

월요일 / 화요일

원어민과 함께
영어로 수다떨기
로드리게스 아달링브리 전문강사
(월)10:30-11:20 기존
(월)11:30-12:20 입문
10주 83,000원
교재비 별도

 니하오!
원어민 중국어회화
ZUONING 원어민 전문강사
(수)10:10-11:00 중급 
(수)11:10-12:00 초급
3개월 90,000원 → 81,000원 
교재비 별도

 곤니찌와!
원어민 일본어회화
하라다 유미 원어민 전문강사
(수)14:00-14:50 초급
(수)15:00-15:50 중급
3개월 90,000원 → 81,000원 교재비 별도

 생활영어회화(기초)
황시현(Elina) 전문강사
(수)11:30-12:20
11주 120,000원 → 108,000원
교재비 별도

 원서읽기반
황시현(Elina) 전문강사
(수)12:30-13:20
11주 120,000원 → 108,000원
교재비 별도

월요일 / 수요일

기초탄탄 여행영어
Victoria Gray 전문강사
(목)10:10-11:00
11주 100,000원
교재비 별도

일석삼조 패턴 톡
Victoria Gray 전문강사
(목)11:10-12:00
11주 100,000원
교재비 별도

심화로 배우는 프리토킹
Victoria Gray 전문강사
(목)12:10-13:00
11주 100,000원
교재비 별도

목요일

사주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생활속의 지혜-사주 명리학
오현석 전문강사
(월)19:20-20:20 초급
10주 83,000원 교재비 별도

 사진여행
김성동 전문강사
(수)18:00-19:30
10주 100,000원 → 90,000원
준비물  :  수동조절 가능 카메라

 스피치 트레이닝
장재정 전문강사
(월)11:00-11:50
(월)19:00-19:50
10주 83,000원 → 74,700원 교재비 별도

바리스타 취미반
권은영 전문강사
(월)16:00-17:30
10주 100,000원 재료비 별도

ㆍ강의실내 에스프레소 머신 장착

창의체험 놀이수학
김옥설 전문강사
(월)11:40-12:30
10주 100,000원 교재비 별도

우리아이 책보는 습관! 독서논술
우지원 전문강사
(월)10:10-11:20
10주 83,000원 교재비 별도

월요일

난타
배인순 전문강사
(금)10:20-11:10
3개월 100,000원

하와이언기타!
우쿨렐레 2:1
조연옥 전문강사
(금)10:20-10:50
3개월 100,000원 
악기구입 상담가능

오카리나 2:1
조연옥 전문강사
(금)10:50-11:20
3개월 100,000원 
악기구입 상담가능

  아름다운 가곡교실
이성현 전문강사
(금)11:00-11:50
3개월 120,000원 → 108,000원

민요교실과 가락장구
박미경 전문강사
(수)11:00-12:00
(수)19:00-20:00
3개월 80,000원

김강석 수요기타
김강석 전문강사
(수)19:00-19:50
3개월 80,000원 
악기 선착순 무료대여

수요일 / 금요일

김강석 토요기타
김강석 전문강사
(토)13:20-14:10
(토)14:20-15:10
3개월 80,000원 
악기 선착순 무료대여

아름다운 선율, 
바이올린
서동희 전문강사
(토)16:10-17:00
3개월 80,000원

신나는 드럼교실
김성국 전문강사
(일)11:30-12:20
(일)12:30-13:20(초등,성인)
10주 80,000원 [정원 8명]
드럼패드 선착순 대여가능

3개월 5,000원(개강후 환불불가)

토요일 / 일요일

9/2 보습 촉촉 예쁜 비누 만들기(4ea)

9/16 촉촉 보습 스킨, 로션 

9/23 아이크림 30ml

9/30 촉촉 피테라 미백 앰플

10/7 고농축 섬유 유연제 1,000ml

10/14 모공 스크럽 

10/21 립밤 만들기(4ea)

10/28 cp숙성비누 만들기 500g(5ea)

11/4 천연한방 탈모방지샴푸 250ml

11/11 수분크림

11/18 촉촉 보습 크림

11/25 바디로션

김수화 전문강사
(금)10:30-11:30
9월 (9/2~9/30)
10월 (10/7~10/28)
11월 (11/4~11/25)

수강료 : 80,000원(3개월)
  30,000원(1개월)
재료비 : 77,000원(9월)

 63,000원(10월)

 62,000원(11월)

가을느낌 물씬~ 젤캔들
ㆍ일  시 : 9/23(금) 11:30-12:30
ㆍ수강료 : 3,000원
ㆍ재료비 : 20,000원

추석맞이 선물하기 좋은 

플라워 소이 캔들
ㆍ일  시 : 9/2(금) 11:30-12:30
ㆍ수강료 : 3,000원
ㆍ재료비 : 20,000원

화요일 / 수요일

미술을 통해 알아보는 심리
김동자 전문강사
(화)10:30-11:40
3개월 100,000원
교재비 별도

 마음을 읽어보는 타로
차정희 전문강사
(화)13:00-14:20 입문
(화)14:30-15:50 리딩
(화)19:00-20:20 입문
(수)19:00-20:20 리딩
10주 100,000원 → 90,000원
준비물 : 타로카드, 스프레드천

목요일 / 금요일

김쌤과 함께 그림책 교육
김정현 친절한김쌤 논술교육원장
(목)12:20-13:20
3개월 100,000원 교재비 별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김귀헌 전문강사
(금)10:10-11:20
3개월 100,000원 
교재비 별도

다양한 나라의 역사, 세계사
김귀헌 전문강사
(금)11:30-12:40
3개월 100,000원 교재비 별도

월요일 / 화요일

천아트 꽃그림 그리기
이영림 전문강사
(월)14:00-15:30
10주 67,000원 재료비 별도

선물포장 리본아트
이현주 전문강사
(화)19:00-20:20
3개월 80,000원 재료비 별도

페브릭 천아트
고민채 전문강사
(화)10:30-12:00
3개월 80,000원 
재료비 별도

흙으로 빚는 도자기공예
김은숙 전문강사
(수)10:10-11:40
3개월 80,000원 
재료, 소성비 별도

가치를 높이는
선물포장 리본아트
이현주 전문강사
(수)10:10-11:30
3개월 80,000원 
재료비 별도

유럽의 감성 프랑스 자수
박상연 전문강사
(수)10:10-11:40
3개월 80,000원 
재료비 별도

나무에 태워서 그리는 우드버닝
고민채 전문강사
(수)10:30-12:00
3개월 100,000원 
재료비 별도

수요일

시들지않는 페이퍼플라워
김윤혜 페이퍼플라워 전문강사,
<블라썸인유>공방운영
(목)10:30-12:00
3개월 80,000원 
재료비 회당 15,000원

생활소품 포크아트
박진숙 전문강사
(목)10:30-12:00
3개월 80,000원 
재료비 별도

종이접기 창의공예
이혜진 전문강사
(목)11:10-12:10
10주 90,000원 
재료비 35,000원

창의공예 클레이
이혜진 전문강사
(목)11:10-12:10
10주 90,000원 
재료비 35,000원

목요일

※월요일 10주 수업

※월요일 10주 수업

※월요일 10주 수업

※월요일 10주 수업



권애란과 함께하는 노래교실
특별한 화요일! 추억의 올드팝송
(화)14:30-16:00
3개월 60,000원
☆맛보기특강-9.6(화) 14:30-16:00

신바람 나는 씽씽 금요 노래교실
(금)14:00-15:30
3개월 50,000원
☆맛보기특강-8.19(금) 14:00-15:30

사랑도둑, 십리대밭
성희의 목요 노래교실
성희 전문강사
(목)14:00-15:30
3개월 50,000원
☆맛보기특강-9.4(목) 14:00-15:30

 ‘갑니다가요’의 주인공

서예도의 월요 노래교실
서예도 전문강사
(월)14:00-15:30
10주  42,000원
☆맛보기특강-9.5(월) 14:00-15:30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상 미술Your Daily Sporty Life 헬스&뷰티

삶에 활력을 주는 노래교실

성인강좌

Adult Class

※모든강좌 재료비, 교재비 별도

하루 50분 나를 위한 첫걸음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유화
변영숙 전문강사
(월) 10:30-12:30
(월) 14:00-16:00
(화) 10:30-12:30
(화) 14:00-16:00
3개월 100,000원
재료비 별도/준비물 : 4절 스케치북, 4B연필, 지우개

붓으로 쓰는 멋스런 캘리그라피
박맹흠 전문강사
(월) 15:00-16:30
(월) 19:00-20:30
10주 83,000원
준비물 : 첫날 구매가능 / 붓펜 가능

 색연필 어반드로잉
서정아 한국보타니컬아트협동조합
수)10:30-12:30
10주 100,000원 → 90,000원
꽃세밀화, 반려견, 여행사진을 색연필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던민화
김정희 모던민화 전문강사

(목) 10:30-12:30

3개월 100,000원 → 90,000원
재료비 별도

※종이 또는 천 중에 선택가능

(튜브형 물감, 동양화 물감)

 현대미술
조철수 전문강사
(목)10:10-12:10
3개월 100,000원 → 90,000원
재료비 별도

김광석 월요 수채화
김광석 한국미술협회
(월) 17:00-19:00
10주 83,000원
준비물 : 4B연필, 4B지우개, 5절 스케치북

 사군자&문인화
허남미 전문강사
(수) 14:00-16:00
3개월 100,000원 → 90,000원
재료비 별도

월요 서예(한글&한문) 및 명언구
박맹흠 전문강사
(월) 15:00-16:30
(월) 19:00-20:30
10주 83,000원
준비물 : 첫날 구매가능

 색연필의 화려한 변신
보타니컬 꽃그림
서정아 한국보타니컬아트협동조합
(화)10:30-12:30
10주 100,000원 → 90,000원
재료비 별도 / 준비물 : 2B연필, 지우개, 8절 스케치북 (200g)

조종숙 수요 소묘&뎃생
조종숙 전문강사
(수) 14:00-16:00
3개월 100,000원
준비물 : 4절스케치북, 4B연필, 지우개

몸매교정 성인발레
8.17(수) 12:00-13:20

굿모닝 웰빙요가
8.16(화) 11:10-12:00
8.18(목) 11:10-12:00

힐링요가
9.5(월) 14:00-14:50

줌바댄스
8.24(수) 14:20-15:10

장재희 라인댄스
8.22(월) 11:30-12:20
8.19(금) 11:30-12:20

저녁 라인댄스
8.17(수) 19:00-19:50
8.22(월) 19:00-19:50

레나 벨리댄스
8.17(수) 10:00-10:50
8.22(월) 10:00-10:50

낮 벨리댄스
9.1(목) 14:30-15:20

저녁 S라인벨리댄스
9.5(월) 20:00-20:50

신나는 방송댄스
9.6(화) 14:00-14:50

힐링 요가
강영미 전문강사
(월,수) 14:00-14:50
10주 75,000원 
준비물 : 편한복장

 굿모닝 웰빙 요가
문혜정 전문강사
(화,목) 10:10-11:00
(화,목) 11:10-12:00
3개월 주1회 60,000원
        주2회 120,000원 
        → 108,000원
준비물 : 편한복장

 1000kal 소모 
줌바피트니스댄스(라틴음악)
이은준 전문강사
(수,금) 14:20-15:10
3개월 주1회 60,000원
        주2회 120,000원 
        → 108,000원
준비물 : 편한복장, 실내용운동화

 장재희와 함께, 
낮 라인댄스
장재희 전문강사
(월,금) 11:30-12:20 신규     
(월,금) 12:30-13:20 기존
3개월 주1회 50,000원(월)
        주1회 60,000원(금)
        주2회 110,000원 
        → 99,000원
준비물 : 편한복장, 실내용운동화

 박경진과 함께, 
저녁 라인댄스
박경진 전문강사
(월, 수) 19:00-19:50 
3개월 주1회 50,000원(월)
        주1회 60,000원(수)
        주2회 110,000원 
        → 99,000원
준비물 : 편한복장, 실내용운동화

 뱃살타파! 
레나 벨리댄스
Lena댄스 스튜디오 학원장
(월,수) 10:00-10:50
3개월 주1회 50,000원(월)
        주1회 60,000원(수)
        주2회 110,000원 
        → 99,000원
준비물 : 편한복장, 수건

 S라인 다이어트 벨리댄스
이인숙 전문강사
매주(월,목) 14:30-15:20
매주(월,수) 20:00-20:50
3개월 주1회 50,000원(월)
        주1회 60,000원(수, 목)
        주2회 110,000원 
        → 99,000원
준비물 : 편한복장, 수건

 신나는 방송댄스
박소연 전문강사
(화,목) 14:00-14:50
3개월 주1회 60,000원
        주2회 120,000원 
        → 108,000원
준비물 : 물, 편한복장, 실내용운동화

 몸매교정 성인발레
추희정 발레학원장
(수) 12:00-13:20 초급
(목) 12:00-13:20 중급
(금) 12:00-13:20 고급
3개월 120,000원 → 108,000원 
ㆍ80분 수업진행

 고운 선, 한국무용
김금숙 전문강사
(목) 14:30-16:00
3개월 120,000원
         → 108,000원

※ 월요일은 10주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월요일은 10주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월요일은 10주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수강료  2,000원   ※특강듣고 정규강좌 5%할인적용 가능



토요일/Saturday평일/Weekday

아동강좌

Kids Class

※모든강좌 재료비, 교재비 별도

아동 One day Class

프리마돈나 정통발레
8/16(화) 17:30-18:20 5세-초등

꼬꼬맘 요정발레
9.2(금) 16:30-17:10 5,6세
9.2(금) 17:20-18:00 6세-초등저

성장쑥쑥 키즈 벨리댄스
9.3(토) 12:10-13:00 초등

트리니놀이영어
9.1(목) 16:30-17:10 5-7세

트리니놀이영어
8.20(토) 10:20-11:00 5-7세
8.20(토) 11:10-11:50 5-7세

트리니 스토리영어
8.20(토) 12:00-12:40 초등저

저요저요! 
발표력 파워스피치
9.3(토)16:10-17:00 5-초등2
9.3(토)17:10-18:00 초3이상
8.21(일)10:30-11:20 5-초등2
8.21(일)11:30-12:20 초3이상

노래로 부르는 영어
노부영
9.4(일) 11:30-12:10 5-7세
9.4(일) 12:20-13:00 8-10세

※수강료 : 2,000원  ※특강듣고 정규강좌 5%할인적용 가능

프리마돈나 정통발레
추희정 발레학원장
(화,목) 17:30-18:20 Basic
(화,목) 18:30-19:20 Master
(화,목) 19:30-20:30 Art
(화,목) 20:40-20:55 toe shose
3개월 주2회 126,000원 Basic
        주2회 136,000원 Master
        주2회 146,000원 Art
        주2회 86,000원  toe shose
ㆍ발레복 구입상담가능 

꼬꼬맘 요정발레
김세아 전문강사
(금)16:30-17:10 5,6세
(금)17:20-18:00 6세~초등저 
3개월 80,000원 ㆍ발레복 구입상담가능

신체활동

부드러운 선율, 피아노
조연옥 전문강사
(월)17:00-17:20
(월)17:20-17:40
(월)17:40-18:00
(월)18:00-18:20
(월)18:20-18:40
(월)18:40-19:00
10주 100,000원 교재비 별도

1:1 개인 20분 레슨

어린이 성악교실
최선주 전문강사
(금) 16:30-17:10 7세-초등
3개월 80,000원

음악ㆍ악기

원어민과 함께하는
트리니 놀이영어
JOCELYN 원어민 전문강사
(목) 16:30-17:10 (5-7세)
3개월 100,000원 교재비 별도

수학가베&주산
김옥설 스팀교육연구소장
(금) 17:10-18:00
3개월 80,000원
교재비 : 8,000원(EBS주산수리셈)

준비물 : 필기구, 주판(구입문의가능)

창의ㆍ지능

사고력 창의가베
박혜영 전문강사
(수) 17:00-17:40 3~5세
3개월 100,000원

그림책 도슨트
김정현 전문강사
(목) 14:10-15:00 3~5세
3개월 90,000원
ㆍ동화책 6권 포함

엄마랑

미술ㆍ공작

 생각쑥! 표현쑥! 키즈아트스쿨
김정현 전문강사
(토) 10:10-11:00 5-7세/(토) 11:10-12:00 5-7세
3개월 80,000원 → 72,000원
재료비 별도 / 준비물 : 앞치마, 토시, 물티슈

미술로 집중력 쑥쑥 뎃생&수채화
전서현 애플 심리미술 학원장
(토) 15:10-16:00 5세-초등
10주 66,000원
준비물 : 5절스케치북, 4B연필, 지우개, 수채물감, 
팔레트, 물통, 크레파스(저학년만준비)

창의력발달! 종이접기
이혜진 전문강사
(토) 13:10-14:00 6-8세
10주 66,000원 재료비 24,000원

생각쑥쑥 창의공예
이혜진 전문강사
(토) 14:10-15:00 초등 10주 66,000원 
재료비 : 북아트 26,000원/교재비 : 6,000원
6개월 수강 후 자격시험 응시가능

성장 쑥쑥 아동벨리
이인숙 전문강사
(토) 12:10-13:00 초등
3개월 80,000원

김강석의 토요기타
김강석 전문강사
(토) 13:20-14:10 / (토) 14:20-15:10
3개월 80,000원 ㆍ악기무료대여 가능(선착순)

토요 바이올린
서동희 전문강사
(토) 16:10-17:00 
3개월 80,000원

 K-POP 보컬트레이닝
김민진 전문강사
(토) 15:10-16:00 초등3 이상
3개월 90,000원 → 81,000원

신체활동ㆍ음악

 노래로 부르는 영어 노부영
안영미 노부영 전문강사
(일) 11:30-12:10 5-7세
(일) 12:20-13:00 8-10세
11주 92,000원 → 82,800원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는 발표력
장재정 전문강사
(일) 10:30-11:20 5세-초등2
11주 74,000원 교재비 10,000원

일요 파워스피치
장재정 전문강사
(일) 11:30-12:20 초3이상
11주 74,000원 교재비 : 10,000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반
김시윤 전문강사
(일) 13:30-14:20 초등(기본 4,5,6급)
11주 74,000원 교재비 별도

역사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라!
창의역사글쓰기
김시윤 전문강사
(일) 10:30-11:20 초1~3학년
11주 74,000원 교재비 별도

테마로 배우는 인물한국사
김시윤 전문강사
(일) 11:30-12:20 초2~초4
11주 74,000원 교재비 별도

흐름을 따라잡는 한국사 교실
김시윤 전문강사
(일) 12:30-13:20 초3~초6
11주 74,000원 교재비 별도

일요 순수미술! 뎃생&수채화
전서현 애플 심리미술 학원장
(일) 10:30-11:20 7세-초등
(일) 11:30-12:20 7세-초등
(일) 12:30-13:20 7세-초등
10주 66,000원
준비물 : 5절스케치북, 4B연필, 지우개, 수채물

감, 팔레트, 물통, 크레파스(저학년만 준비)

일요드럼 김성국 전문강사
(일) 10:30-11:20(초등) 10주 80,000원
드럼패드 선착순 대여가능 3개월 5,000원
(개강 후 환불 불가)

미술ㆍ음악

EBS주산암산 
김지남 전문강사
(일) 10:30-11:20 7세-초등
10주 66,000원 교재비 : 8,000원(EBS주산암산셈)

준비물 : 필기도구, 주판(구입문의 가능)

사고력UP&주산 
김지남 전문강사
(일) 11:30-12:20 7세-초등
10주 66,000원 
교재비 : 8,000원(EBS사고력수리셈)

창의ㆍ지능

언어ㆍ발표력

일요일/Sunday

  Xrobo 로봇교실
박돈희 전문강사
(토) 11:10-12:00 초1~초4
3개월 80,000원 → 72,000원
교재 및 교구비 : 105,000원(2학기 정도 사용)

브레인UP! 키즈주산&알파놀이수학
김옥설 스팀교육연구소대표
(토) 11:10-11:50 5-7세
11주 75,000원 알파 교재&교구비 25,000원

주판구입문의가능 (교구증정)

알파놀이수학&사고력수학가베
김옥설 스팀교육연구소대표
(토) 12:20-13:00 5세-초등2
11주 75,000원 알파 교재&교구비 25,000원

가베 교구사용료 6,000원 (교구증정)

자기주도책놀이 with play
이은정 전문강사
(토) 10:10-11:00 초등저 /(토) 11:10-11:50 유치부
3개월 80,000원 재료비 30,000원

트리니 놀이영어
Donnar 원어민 전문강사
(토) 10:20-11:00 5-7세 A 
(토) 11:10-11:50 5-7세 B
3개월 100,000원 교재비 별도

트리니 스토리영어
Donnar 원어민 전문강사
(토) 12:00-12:40 초1-초3
3개월 100,000원 교재비 별도

한자교실(사자소학)
박맹흠 전문강사
(토) 14:10-15:00
3개월 90,000원 교재비 별도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는 발표력
최가영 전문강사
(토) 16:10-17:00 5세-초2
3개월 80,000원 교재비 10,000원

FUN FUN 창의수학가베
김옥설 스팀교육연구소대표
(토) 10:20-11:00 5~9세
11주 75,000원 교구비 30,000원

키즈코딩 엠타이니 씽크링크
김옥설 스팀교육연구소대표
(토) 13:10-14:00 6세~초3
11주 95,000원 코딩 교구사용료 40,000원(교재비 포함)

브레인UP! EBS주산암산
김옥설 스팀교육연구소대표
(토) 14:10-15:00 5세-초6
(토) 15:10-16:00 5세-초6
11주 75,000원 교재비 별도

두뇌개발 바둑교실
백상우 전문강사
(토) 15:10-16:00 초등
3개월 80,000원 교재비 별도

토요 파워스피치
최가영 전문강사
(토) 17:10-18:00 초3이상
3개월 80,000원 교재비 10,000원

교과서 속 이야기!
동화구연으로 표현하자
박미소 전문강사
(토) 12:10-13:00 초1~3
3개월 80,000원

역사스토리
박미소 전문강사
(토) 13:10-14:00 초1,2
3개월 80,000원 교재비 별도

하브루타 독서논술
박미소 전문강사
(토) 14:10-15:00 초2-4
3개월 80,000원 교재비 별도

인물한국사
박미소 전문강사
(토) 15:10-16:00 초등
3개월 80,000원 교재비 별도

창의ㆍ지능

언어ㆍ발표력

회원입회 및 수강안내
① 입회는 19세 이상 성인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자녀는 가족회원으로 등록됩니다.

② 입회신청서 회원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하셔야지만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원 약관 참조)

③ 강좌 진행을 방해하거나 문화센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원활한 강좌 
 진행을 위하여 수강 취소 및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니 깊은 양해 바랍니다.

④ 지적재산적 보호 및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강의 중 동영상 촬영, 
 수강자 외 가족, 형제 등의 출입은 금합니다.

⑤ 각 강좌는 정원제로 운영되며, 최소인원 미달시 폐강 또는 
 합반으로 진행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① 강좌 개시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 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요청일까지 공제후 환불해 드립니다.

② 강좌 환불 및 변경은 강의 개시일 1일전, 단기(특강) 강좌는 3일전까지만 
 가능하며(일부강좌 제외) 다음 학기로 연기 및 양도는 불가합니다.

③ 강좌 환불시 반드시 직접 방문하셔야하며, 결제하신 카드 및 영수증을 
 받드시 지참 하셔야 합니다.

④ 모든 할인된 강좌는 중간 취소시 정상수강료에서 공제후 
 환불 처리됩니다.

우리동네 대관서비스 OPEN

동네 대관으로 시간도 SAVE 가격도 SAVE

다양한 크기의 강의실을 저렴한 금액으로 대관해 드립니다.
(빔 프로젝터, 음향장비 일체 옵션 선택 가능)

대관료 : 1인당 2,000원 (기본 2시간)
※자세한 내용은 문화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강의 일정 안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개 강 9/5 9/6 9/7 9/1 9/2 9/3 9/4

종 강 11/28 11/22 11/23 11/17 11/25 11/26 11/27

휴 강 9/9~9/12 추석, 10/3 개천절, 10/9 한글날, 10/10 대체공휴일

※개인 귀책 사유에 따른 미출석시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
※법적 공휴일은 문화센터 휴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