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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수원시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교육내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2021. 3 학기(7월~9월)부터 기존 및 신규 회원 구분이 폐지됩니다.

(제외 : 단계별 교육과정은 강사상담후 예약) 

  인터넷접수페이지 : https://rsv.suwonudc.co.kr/suwonudc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장안구민회관 정기휴관일), 법정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수강신청 인원이 강좌진행에 필요한 정원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온라인 예약 후 결제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평일 09:00~18:00) 

  장안구민회관 입장시 마스크 착용 및 QR코드 체크 

 유의사항

환불 안내

  온라인 신청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개강일 전 환불 요청시 전액환불 

문화강좌
환불 안내

  온라인 신청 

  개강일 전 환불 요청시 수수료(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개강일 후 환불 요청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용일수 30일 기준)

  패키지 회원은 환불시 전체 환불해야하며, 

정기등록(3개월)회원은 재등록일전에 환불 하여야 가능

  환불금의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스포츠강좌
환불 안내

장안구민회관 문화교육 안내·일정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고엽제 환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인프로그램제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그린카드 10%

자원봉사자카드 20%

수강료 감면 안내

구 분 접 수 기 간 비  고

1차예약 2021. 3. 8.(월) ~ 3. 10.(수) 기존회원 접수/3일 

2차예약 2021. 3. 11.(목) ~ 3. 16.(화) 신규회원 접수/6일

1차결제기간 2021. 3. 17.(수) ~ 3. 21.(일) 기존접수,신규접수 결제/5일

2차결제기간 2021. 3. 23.(화) ~ 3. 26.(금)  정원 미충족 강좌/4일 

개 ·폐강확정 2021. 3. 30.(화) -

접수안내

구분 운영시간

평일 06:00~22:00

토요일
09:00~20:00 (6~8월)

09:00~18:00 (9~5월)

일요일 10:00~17:00

*코로나 단계에 따라 변경가능

운영시간 안내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월수 화목 수금

개강일 4. 5 4. 6 4. 7 4. 8 4. 9 4. 10 4. 5 4. 6 4. 7

종강일 6. 21 6. 22 6. 30 6. 24 6. 25 6. 26 6. 30 6. 24 6. 25

강의횟수 12회 12회 11회 12회 12회 11회 23회 24회 23회

강의일정

* 공휴일 : 2021. 5.1(토) 근로자의 날,  5.5.(수) 어린이날, 5.19(수) 석가탄신일은 휴강입니다 

장안구민회관

주소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조원동)   ☎ 031-240-3000 

홈페이지  http://www.suwonudc.co.kr/jacc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wjacc

네이버밴드명  “장안구민회관, 안녕! (관심있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장안구민회관
문화교육·생활체육 ｜ 수영장 ｜ 헬스장

재능기부

표지작품｜파스텔일러스트 강좌 조진희 선생님

2021. 4월 ~ 6월

문화교육 2학기 
회원모집
대면·비대면

학습탐구 과정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교육방식 재료비 및 준비물

1 블록으로 만드는 코딩세상 월 16:00~17:30 8 초등3~6 60,000 신미선 줌(ZOOM) -

2 글쓰기로 만나는 한국사 (저) 화 16:00~16:50 12 초등2~3 54,000 박혜정 줌(ZOOM) 수업중 공지

3 글쓰기로 만나는 한국사 (고) 화 17:00~17:50 12 초등4~6 54,000 박혜정 줌(ZOOM) 수업중 공지

4 글쓰기로 만나는 세계사 (고) 화 18:00~18:50 12 초등4~6 54,000 박혜정 줌(ZOOM) 수업중 공지

5 파닉스 1단계 목 16:10~17:00 12 초등1~3 54,000 김순주 줌(ZOOM) 교  22,000원

6 파닉스 4단계  화 16:10~17:00 12 초등1~3 54,000 김순주 줌(ZOOM) 교  34,000원

7 파닉스 A 화 17:10~18:00 12 초등1~3 54,000 김순주 줌(ZOOM) 교  34,000원

8 초등영어독서지도Ⅰ(A) 화목 14:20~15:10 12

파닉스 
단모음 

이수학생, 
초2이상

120,000 김순주 줌(ZOOM) 교  78,000원

9 초등영어독서지도Ⅰ(B) 화목 15:10~16:00 12

파닉스 
단모음 

이수학생, 
초2이상

120,000 김순주 줌(ZOOM) 교  78,000원

10 초등 영어독서지도Ⅱ  화목 18:10~19:00 12
영어독서1
이수학생,

초2~4
120,000 김순주 줌(ZOOM) 교  78,000원

11 초등 영어독서지도 Ⅲ 화목 19:10~20:00 12
영어독서2
이수학생,

초2~4
120,000 김순주 줌(ZOOM) 교  78,000원

12 Grammar & Vocabulary (A) 목 17:10~18:00 12

초등3이상
&

초등독서1
이상

54,000 김순주 줌(ZOOM) 교  13,000원

13 맛있는 원어민 중국어 (A) 수 16:00~16:50 12 7세~초2 54,000 강명복 줌(ZOOM) 교  14,500원

14 맛있는 원어민 중국어 (B) 수 17:00~17:50 12 초등3~6 54,000 강명복 줌(ZOOM) 교  20,000원

15 필독서와 함께하는 독서토론  화 15:10~16:00 12 초등1~2 54,000 한은실 줌(ZOOM) -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16 초등저학년 교과 문학읽기 (꼬작수) 월 13:30~14:20 8 초등1~3 60,000 박양순 4층 푸른누리2방 교  36,000원 

17 주산식 암산 A (신규) 월 17:00~17:50 13 7세~초등 54,000 정영아 3층 해오름방 교  9,000원

18 주산식 암산 B 수 15:00~15:50 13 7세~초등 54,000 정영아 3층 해오름방 교  9,000원 

19 주산식 암산 C (신규) 수 16:00~16:50 13 7세~초등 54,000 정영아 3층 해오름방 교  9,000원 

20 주산식 암산 D (신규) 수 17:00~17:50 13 7세~초등 54,000 정영아 3층 해오름방 교  9,000원 

21 주산식 암산 E 수 18:00~18:50 13 7세~초등 54,000 정영아 3층 해오름방 교  9,000원 

22 창의&논리 영재수학 (A) 수 15:00~15:50 8 7세~초6 54,000 김현문 4층 푸른누리2방 재  교  30,000원

23 창의&논리 영재수학 (B) 수 17:00~17:50 8 초등1~6 54,000 김현문 4층 푸른누리2방 재  교  30,000원

24 한자 급수 대비반 (7급) 토 09:30~10:20 8 초등 54,000 박옥희 4층 푸른누리2방 교  10,000원 / 한자공책

25 한자 급수 대비반 (6급) 토 10:30~11:20 8 초등 54,000 박옥희 4층 푸른누리2방 교  13,500원 / 한자공책

26 한자 급수 대비반 (5급) 토 11:30~12:20 8 초등 54,000 박옥희 4층 푸른누리2방 교  13,500원 / 한자공책

27 한자 급수 대비반 (4급) 토 12:30~13:20 8 초등~중등 54,000 박옥희 4층 푸른누리2방 교  15,000원 / 한자공책

28 실험과학 (A) 토 13:00~13:50 10 초등1~3 54,000 윤주희 4층 올챙이방 재  36,000원

29 실험과학 (B) 토 14:00~14:50 10 초등1~3 54,000 윤주희 4층 올챙이방 재  36,000원

30 두뇌개발 학습법 (A) 토 14:00~14:50 8 초등2 이상 54,000 이연희 4층 푸른누리2방 교  35,000원

31 두뇌개발 학습법 (B) 토 15:00~15:50 8 초등2 이상 54,000 이연희 4층 푸른누리2방 교  35,000원 

32 생각하는 한국사 (A) 토 09:00~09:50 13
초등4
~중등

54,000 김효원 3층 해오름방 교  20,000원

33 처음 한국사 역사야! (B) 토 10:00~10:50 13 초등2~3 54,000 김효원 3층 해오름방 교  20,000원

34 생각하는 한국사 (C) 토 11:00~11:50 13
초등4
~중등

54,000 김효원 3층 해오름방 교  20,000원

35 생각하는 한국사 (D) 토 14:00~14:50 13
초등4
~중등

54,000 김효원 3층 해오름방 교  20,000원

36 논술 세계사 (A) 토 12:00~12:50 13
초등4
~중등

54,000 김효원 3층 해오름방 교  20,000원

37 논술 세계사 (B) 토 13:00~13:50 13
초등4
~중등

54,000 김효원 3층 해오름방 교  20,000원

온라인과정(비대면)

오프라인과정(대면)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교육방식 재료비 및 준비물

1 자신감 향상스피치 A 월 16:00~16:50 3 45,000 정진근 줌(ZOOM) -

2 자신감 향상스피치 B 월 17:00~17:50 3 45,000 정진근 줌(ZOOM) -

3 자신감 향상스피치 C 월 18:00~18:50 3 45,000 정진근 줌(ZOOM) -

4 자신감 향상스피치 D 월 19:00~19:50 3 45,000 정진근 줌(ZOOM) -

장애우 대상 과정  3개월 (4~6월)

온라인과정(비대면)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38 초등가베 토 13:00~13:50 8 초등1~2 54,000 김연희 3층 소리울림방 교  5,000원

39 바둑 (초급) 토 14:00~14:50 7 초등 54,000 박효동 3층 푸른누리1방 교  10,000원

40 바둑 (입문) 토 15:00~15:50 7 초등 54,000 박효동 3층 푸른누리1방 교  10,000원

창의력 과정

오프라인과정(대면)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41 상상력미술 금 15:30~16:50 10 초등1~3 60,000 조숙연 4층 올챙이방 재  30,000원

42 창의력미술 금 17:00~18:20 10 초등3~6 60,000 조숙연 4층 올챙이방 재  30,000원

43 크레파스화반 토 13:00~14:20 7 7세~초등3 60,000 한성휘 2층 참사랑방 수업중 공지

44 토요 뎃생&수채화 토 14:30~16:20 13 초등4이상 60,000 한성휘 3층 빛그림방 교  20,000원

45 어린이 디자인스쿨 (A) 토 11:00~12:20 7 초등1~2 60,000 권미경 2층 동아리방 교  30,000원 

46 어린이 디자인스쿨 (B) 토 12:30~13:50 7 초등2~3 60,000 권미경 2층 동아리방 교  30,000원 

미술 과정

오프라인과정(대면)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47 우쿨렐레 (A) 목 16:00~16:50 12 초등3이상 54,000 황희자 1층 고운누리방 교  7,000원

48 우쿨렐레 (B) 목 17:00~17:50 12 초등3이상 54,000 황희자 1층 고운누리방 교  7,000원

49 바이올린 (A) 토 10:00~10:50 10 초등,일반 54,000 김민정 3층 빛그림방 악기대여 3개월 20,000원  교  6,000원

50 바이올린 (B) 토 11:00~11:50 10 초등,일반 54,000 김민정 3층 빛그림방 악기대여 3개월 20,000원  교  6,000원

51 가야금 (A) 토 14:00~14:50 12 7세이상 54,000 노명희 5층 차밍실② 교  16,000원 / 대여 3개월 30,000원

52 가야금 (B) 토 15:00~15:50 12 7세이상 54,000 노명희 5층 차밍실② 교  16,000원 / 대여 3개월 30,000원

53 포크기타 (A) 토 10:00~10:50 12 초등4이상 54,000 박재만 1층 고운누리방 교  15,000원

54 포크기타 (B) 토 11:00~11:50 12 초등4이상 54,000 박재만 1층 고운누리방 교  15,000원

55 클래식기타 (A) 토 13:00~14:00 12 초등4이상 54,000 신인근 1층 고운누리방 교  10,000원

56 클래식기타 (B) 토 14:00~15:00 12 초등4이상 54,000 신인근 1층 고운누리방 교  10,000원

음악 과정

오프라인과정(대면)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4 조물조물 클레이랑 바삭쿠키 (A) 금 15:30~16:20 8 5~7세 54,000 한아름 3층 소리울림방 재  35,000원

5 조물조물 클레이랑 바삭쿠키 (B) 금 16:30~17:20 8 5~7세 54,000 한아름 3층 소리울림방 재  35,000원

6 감각을 키우는 미술 (A) 토 10:00~10:50 7 5~6세 54,000 구자숙 3층 푸른누리1방 재  24,000원

7 감각을 키우는 미술 (B) 토 11:00~11:50 7 6~7세 54,000 구자숙 3층 푸른누리1방 재  24,000원

8 감각을 키우는 미술 (C) 토 12:00~12:50 7 7세~초등1 54,000 구자숙 3층 푸른누리1방 재  24,000원 

9 내꿈은 디자이너 토 10:00~10:50 7 7세~초등1 54,000 권미경 2층 동아리방 교  30,000원 

10 클레이&쿠키 (A) 토 10:00~10:50 12 6세~초등1 54,000 김희경 4층 햇살방 재  35,000원

11 클레이&쿠키 (B) 토 11:00~11:50 12 6세~초등1 54,000 김희경 4층 햇살방 재  35,000원

미술 과정  3개월 (4~6월)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12 그림책동화 미술놀이 (A) 수 15:30~16:20 7 5~6세 54,000 홍미정 2층 동아리방 재  10,000원 

13 그림책동화 미술놀이 (B) 수 16:30~17:20 7 6~7세 54,000 홍미정 2층 동아리방 재  10,000원 

14 가베놀이 (C) 토 11:10~11:50 8 5~6세 54,000 김연희 3층 소리울림방 교  5,000원

15 가베놀이 (D) 토 12:00~12:40 8 6~7세 54,000 김연희 3층 소리울림방 교  5,000원

16 가베놀이 (E) 토 14:00~14:40 8 5~6세 54,000 김연희 3층 소리울림방 교  5,000원

17 바둑 토 16:00~16:50 7 6~7세 54,000 박효동 3층 푸른누리1방 교  10,000원

창의력 과정  3개월 (4~6월)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교육방식 재료비 및 준비물

18 바이올린 (B) 월 16:00~16:50 8 유아~일반 54,000 이애리 줌(ZOOM)
스즈끼 바이올린 교본 

(개인준비)

19 바이올린 (C) 월 17:00~17:50 8 유아~일반 54,000 이애리 줌(ZOOM)
스즈끼 바이올린 교본 

(개인준비)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20 바이올린 (A) 월 15:00~15:50 10 유아~일반 54,000 이애리 3층 빛그림방
스즈끼 바이올린 교본 

(개인준비)

뮤직 과정  3개월 (4~6월)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1 유아 창의&논리영재수학 수 16:00~16:50 8 6~7세 54,000 김현문 4층 푸른누리2방 교  30,000원

2 유아 체험과학 (A) 토 11:00~11:50 10 6~7세 54,000 윤주희 4층 올챙이방 교  재  30,000원

3 유아 체험과학 (B) 토 12:00~12:50 10 6~7세 54,000 윤주희 4층 올챙이방 교  재  30,000원

학습탐구 과정  3개월 (4~6월)

오프라인과정(대면)

오프라인과정(대면)

오프라인과정(대면)

오프라인과정(대면)

온라인과정(비대면)

장안구민회관 행복한 만남 시민특강
- 평생학습관 지정 보조금 사업 -

드라마와 영화 속으로 떠나는 랜선 세계여행(비대면)

인문학 특강

기   간 ｜ 2021. 05. 11 ~ 06. 01 매주 화요일 10:00~11:40(4회)

수강료 ｜ 20,000원

대   상 ｜ 일반 성인

강   사 ｜ 홍수연(‘아이와 함께 유럽여행’저자)

내   용 ｜ 드라마와 영화 속에 등장했던 멋진 장소들을 함께 알아보고 각 여행지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와 여행정보를 함께 체크해 봅니다.

캔들 아뜰리에 : 마카롱 캔들

스페셜 특강

일   시 ｜ 2021. 06. 11(금) 16:00~18:00

수강료 ｜ 5,000원(재료비 : 20,000원)

대   상 ｜ 6세 이상 가족 및 일반

강   사 ｜ 김빛나(한국아로마테라피 강사협회)

내   용 ｜ 소이왁스를 이용한 마카롱 캔들 만들기

컬러 테라피를 통한 자기 탐색

스페셜 특강

기   간 ｜ 2021. 06. 17 ~ 06. 24 매주 목요일 10:00~12:00(2회)

수강료 ｜ 10,000원

대   상 ｜ 일반 성인

강   사 ｜ 김민영(컬러 심리상담사)

내   용 ｜ 나와 타인의 컬러 성향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언택트 시대 ZOOM 사용법 2탄!

정보화 특강

기   간 ｜ 2021. 06. 09 ~ 06. 30 매주 수요일 15:00~17:00(4회) 

수강료 ｜ 20,000원

대   상 ｜ 일반 성인

강   사 ｜ 임선자

내   용 ｜ 언택트 시대 화상교육을 위한 솔루션 zoom을 통해 화상모임과 회의 등 

새로운 대안에 대해 고급기능을 배워봅니다.

장안구민회관 홈페이지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관 안내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 배드민턴, 탁구강좌   ☎ 031-240-2701

  가족여성회관 : 자격증, 취·창업지원프로그램   ☎ 031-259-9812 

  장기요양지원센터 : 장기요양기관및장기요원 교육지원사업   ☎ 031-218-7813

가족여성회관
교육강좌

  화산체육공원 : ☎ 031-220-8100

  골프연습장

구 분 주 중 주말, 공휴일 비 고

이용시간 06:00 ~ 22:00 06:00 ~ 21:00

  Par-3, 9홀

구 분 주 중 주말, 공휴일 비 고

동절기 (9월~5월) 09:00 ~ 18:00 09:00 ~ 18:00

하절기 (6월~8월) 07:00 ~ 19:00 07:00 ~ 19:00

1인플레이 08:00 ~ 10:00 불가능(2인 이상 가능)

일출, 일몰에 따라 이용가능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정기휴장합니다

※ 타석 및 par-3,9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 ☎ 031-548-0075

  이용방법

- 예약방법

추첨접수 선착순예약

접수기간 : 매월 1일 ~ 15일
(다음달 추첨접수)

접수기간 : 매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주말, 공휴일 일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

추첨일자 : 매월 16일 추첨
(주말, 공휴일 일 경우 다음날 추첨)

예약기간
다음달 말일까지의 미예약 일정

결제 :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선택입금
(결제마감은 당첨발표 후 24시간 이내)

결제 :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선택입금
(결제마감은 당첨발표 후 24시간 이내)

※ 예약관련(추첨결과확인, 예약, 예약조회/취소) 사항은 ‘예약하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시설사용료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7~8월)
비수기

주말/공휴일 평일

카라반 기본4인
(추가2인)

120,000원 100,000원 80,000원

오토캠핑 25,000원 25,000원 20,000원

  칠보체육관 : ☎ 031-259-5400

구분 기존회원 신규회원

GX프로그램 매월 20~24일 매월 25~말일

헬스 수시접수

정기휴장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공휴일은 휴장입니다

GX프로그램 필라테스 등 10개 강좌

※ 모집기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 ☎ 031-259-4600

구 분 주 중(월~금) 주 말 휴 관 일

운영시간 06:00 ~ 22:00 09:00 ~ 18:00
매주 둘째 넷째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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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생활체육 강좌 (접수 등 모든 일정은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하여주세요)

구분 과목 요일 시간 대상 수강료 강의실

건강  국선도 월수금 14:00~14:50 성인 45,000 4층 건강방

바른자세

 SNPE 바른자세운동(A) 화목 09:00~09:50 성인 30,000 4층 건강방

 SNPE 바른자세운동(B) 월수금 09:00~09:50 성인 45,000 4층 건강방

 SNPE 바른자세운동(c) 화목 19:00~19:50 성인 30,000 4층 건강방

 SNPE 바른자세운동(d) 화목 20:00~20:50 성인 30,000 4층 건강방

 SNPE 바른자세운동(e) 월수금 19:00~19:50 성인 45,000 4층 건강방

주말 SNPE 바른자세운동1 토 10:00~10:50 성인 20,000 4층 건강방

주말 SNPE 바른자세운동2 토 11:00~11:50 성인 20,000 4층 건강방

주말 SNPE 바른자세운동3 토 12:00~12:50 성인 20,000 4층 건강방

요가

필라테스

 모닝 테라피요가 월수금 09:00~09:50 성인 45,000 5층 차밍실

 상쾌한아침요가 1 화목 09:00~09:50 성인 30,000 5층 차밍실

 상쾌한아침요가 2 화목 10:00~10:50 성인 30,000 5층 차밍실

 불균형 수정요가 오전 월수금 10:00~10:50 성인 45,000 4층 건강방

 테라피 요가 기초 월수금 11:00~11:50 성인 45,000 4층 건강방

 파워 다이어트 요가 화목 11:00~11:50 성인 30,000 4층 건강방

 임산부요가(16주이후) 화목 12:00~12:50 성인 30,000 4층 건강방

 테라피 요가 월수금 13:00~13:50 성인 45,000 4층 건강방

 프롭운동 화목 14:00~15:20 성인 45,000 4층 건강방

 기초 요가2  화목 16:00~16:50 성인 30,000 5층 차밍실

 기초 요가1   화목 17:00~17:50 성인 30,000 5층 차밍실

 저녁 경락요가1 화목 19:00~19:50 성인 30,000 5층 차밍실

 저녁 경락요가2 화목 20:00~20:50 성인 30,000 5층 차밍실

 불균형 수정요가 저녁 월수금 20:00~20:50 성인 45,000 4층 건강방

 다이나믹 필라테스 화목 21:00~21:50 성인 30,000 5층 차밍실

 저녁 빈야사 요가 화목 21:00~21:50 성인 30,000 4층 건강방

 밸런스 요가   월수금 21:00~21:50 성인 45,000 4층 건강방

 필라테스&파워스트레칭 월수금 21:00~21:50 성인 45,000 5층 차밍실

 오전 필라테스 화목 10:00~10:50 성인 30,000 4층 건강방

 필라테스&요가 월수금 12:00~12:50 성인 45,000 4층 건강방

 저녁 필라테스 1 월수금 19:00~19:50 성인 45,000 5층 차밍실

 저녁 필라테스 2 월수금 20:00~20:50 성인 45,000 5층 차밍실

에어로빅  굿모닝 방송&로빅 월~금 10:00~10:50 성인 60,000 3층 차밍실

재즈댄스

 다이어트 째즈댄스 월수금 09:00~09:50 성인 45,000 3층 차밍실

 메가파워 째즈댄스 기초 화목 10:00~10:50 성인 30,000 5층 밝은누리방

 저녁 다이어트 댄스 Level 2 화목 20:00~20:50 성인 30,000 3층 차밍실

 저녁 다이어트 댄스 Level 1 화목 21:00~21:50 성인 30,000 3층 차밍실

밸리댄스

 밸리댄스 초급 화목 12:00~12:50 성인 30,000 3층 차밍실

 밸리댄스 중급 화목 13:00~13:50 성인 30,000 3층 차밍실

 밸리댄스 고급 화목 11:00~11:50 성인 30,000 3층 차밍실

 키즈 밸리댄스1        화목 17:00~17:50 5세~13세 30,000 3층 차밍실

 키즈 밸리댄스2 화목 18:00~18:50 5세~13세 30,000 3층 차밍실

 저녁 밸리댄스 월수금 19:00~19:50 성인 45,000 3층 차밍실

파워로빅
 파워로빅1 월~금 09:00~09:50 성인 60,000 5층 밝은누리방

 파워로빅2 월수금 10:00~10:50 성인 45,000 5층 밝은누리방

비대면 생활체육 강좌 (접수 등 모든 일정은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하여주세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강좌입니다.

구분 과목 요일 시간 수강료 정원

1 바른자세운동1 월수금 09:00~09:50 45,000원

반별 20명

2 힐링요가 월수금 10:00~10:50 45,000원

3 불균형 수정요가 월수금 11:00~11:50 45,000원

4 빈야사 요가1 월수금 14:00~14:50 45,000원

5 밸런스 요가 월수금 15:00~15:50 45,000원

6 경락 요가 월수금 16:00~16:50 45,000원

7 아침요가 화목 09:00~09:50 30,000원

8 바른자세운동2 화목 10:00~10:50 30,000원

9 다이어트 요가 화목 11:00~11:50 30,000원

10 빈야사 요가2 화목 14:00~14:50 30,000원

11 필라테스&요가 화목 15:00~15:50 30,000원

 스포츠 강좌는 코로나19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과목 요일 시간 대상 수강료 강의실

방송댄스

 오전 방송댄스 화목 09:00~09:50 성인 30,000 3층 차밍실

 줌바댄스1 화목 14:00~14:50 성인 30,000 3층 차밍실

 줌바댄스2 화목 15:00~15:50 성인 30,000 3층 차밍실

 줌바댄스3 화목 16:00~16:50 성인 30,000 3층 차밍실

 저녁 줌바댄스1 화목 19:00~19:50 성인 30,000 3층 차밍실

 저녁 줌바댄스2 월수금 20:00~20:50 성인 45,000 3층 차밍실

 방송댄스 월수금 21:00~21:50 성인 45,000 3층 차밍실

댄스
스포츠

 댄스스포츠 중급 월수금 11:00~11:50 성인 45,000 3층 차밍실

 댄스스포츠 초급 월수금 12:00~12:50 성인 45,000 3층 차밍실

 댄스스포츠 마스터 금 14:00~15:50 성인 30,000 3층 차밍실

 웰빙댄스 기초 화목 16:00~16:50 성인 30,000 5층 밝은누리방

 웰빙댄스1 화목 17:00~17:50 성인 30,000 5층 밝은누리방

 웰빙댄스2 화목 18:00~18:50 성인 30,000 5층 밝은누리방

 저녁 댄스스포츠 초급 화목 19:00~19:50 성인 30,000 5층 밝은누리방

 저녁 댄스스포츠 중급 화목 20:00~20:50 성인 30,000 5층 밝은누리방

라인댄스

 라인댄스 초급2 월수금 13:00~13:50 성인 45,000 3층 차밍실

 라인댄스 초급1 화목 14:00~15:20 성인 45,000 5층 밝은누리방

 저녁라인댄스 왕초보  월수금 18:00~18:50 성인 45,000 5층 밝은누리방

 저녁라인댄스 초급 월수금 19:00~19:50 성인 45,000 5층 밝은누리방

 저녁라인댄스 중급 월수금 20:00~20:50 성인 45,000 5층 밝은누리방

어린이
방송댄스

 어린이 방송댄스 월수금 17:00~17:50 8세~13세 35,000 3층 차밍실

 주말 어린이 방송댄스 토 16:00~16:50 8세~13세 15,000 3층 차밍실

어린이
줄넘기

 어린이 음악줄넘기1 화목 17:00~17:50 8세~13세 25,000 4층 건강방

 어린이 음악줄넘기2 화목 18:00~18:50 8세~13세 25,000 4층 건강방

 어린이 음악줄넘기3 월수금 17:00~17:50 8세~13세 35,000 4층 건강방

 어린이 음악줄넘기4 월수금 18:00~18:50 8세~13세 35,000 4층 건강방

 어린이 음악줄넘기5 월수금 16:00~16:50 8세~13세 35,000 4층 건강방

발레

 성인발레 월수금 18:00~18:50 성인 45,000 3층 차밍실

 주말 병아리발레1 5-7세 토 12:10~13:00 5세~7세 15,000 3층 차밍실

 주말 병아리발레2 5-7세 토 11:10~12:00 5세~7세 15,000 3층 차밍실

 주말 병아리발레3 5-7세 토 10:10~11:00 5세~7세 15,000 3층 차밍실

 주말 초등발레  토 09:10~10:00 5세~7세 15,000 3층 차밍실

헬스

구분 운영시간 이용요금

월회원

*1일1회입장
월~금 06:00~22:00 / 토 09:00~18:00(9~5월) / 토 09:00~20:00(6~8월)

성인     50,000원 

청소년 45,000원

일일입장 토 09:00~18:00(9~5월) / 토 09:00~20:00(6월~8월) / 일 10:00~17:00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스쿼시

프로그램 강좌명 시간 요일 인원 대상
수강료(원)

자유이용시간
자유이용포함 자유이용제외

새벽강습
새벽A 06:00∼06:50 화목 8

성인
60,000 40,000 

06:00∼09:00새벽B 07:00∼07:50 월수금 8 70,000 55,000 
새벽C 07:00∼07:50 화목 8 60,000 40,000 

오전강습

오전A 09:00∼09:50 월수금 8

성인

70,000 55,000 

09:00∼14:00
오전B 10:00∼10:50 월수금 8 70,000 55,000 
오전C 10:00∼10:50 화목 8 60,000 40,000 
오전D 11:00∼11:50 화목 8 60,000 40,000 

오후강습
오후A 17:00∼17:50 월수금 6

청소년
55,000 45,000

14:00∼18:00
오후B 17:00∼17:50 화목 6 50,000 30,000 

저녁강습

저녁A 19:00∼19:50 월수금 8

성인

70,000 55,000 

18:00∼22:00
저녁B 19:00∼19:50 화목 8 60,000 40,000 
저녁C 21:00∼21:50 월수금 8 70,000 55,000 
저녁D 21:00∼21:50 화목 8 60,000 40,000 

자유

자유A 06:00∼09:00 월~토 20
성인/

청소년

60,000 50,000 
월~금 06:00~22:00

*토 09:00~18:00(9~5월)

*토 09:00~20:00(6~8월)

자유B 09:00∼14:00 월~토 20 60,000 50,000 
자유C 14:00∼18:00 월~토 20 60,000 50,000 
자유D 18:00∼22:00 월~토 20 60,000 50,000 

일일입장
09:00~18:00(9~5월)

토 성인/

청소년
성인 4,000 청소년 3,000 토,일요일만 가능09:00~20:00(6~8월)

09:00∼18:00 일

 이용요금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이하

일일입장자유수영 4,000 3,500 3,000

월 사용권

(주5회이용)

주3회강습 65,000 55,000 44,000

주3회강습 60,000 50,000 42,000

주말회원권 20,000 18,000 15,000

※ 가임여성(만13세이상 55세이하)선택할인제 시행 : 주말자유이용 3회 / 월 또는 시설이용료 10% 할인 중 택일

※ 주말회원권 중복할인, 연기 불가

자유수영 운영시간

※ 주중 자유수영시간(월~금) 12:00 자유수영 입장 정시입장입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입니다.

※ 주말(토,일)은 자유수영(일일입장) 입장 시간은 정시이며, 종료시간 30분 전에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월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대상

06:00~08:50 강습회원 09:00 ~ 11:30

전체

10:00 ~ 12:30

전체

12:00~14:50 강습회원/일일입장 12:00 ~ 14:30

16:00~17:50 어린이강습회원
15:00 ~ 17:30(9~5월)

18:00 ~ 19:30(6~8월)
13:00 ~ 16:3018:00~18:50 일일입장 자유수영

19:00~20:50 강습회원 자유수영

강습프로그램

※ 모든 강습은 수업시간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단,어린이 수업시간은 1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월별 세부 강습프로그램 기초~ 연수 및 마스터는 홈페이지(www.suwondc.co.kr/jacc)를 참고하세요.

※ 착용가능 수영복 : 남성삼각, 남성사각, 남성5부, 여성원피스, 여성5부, 전신수영복

시간 반명 강습요일 정원 대상

06:00 ~ 06:50 새벽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20명

성인남녀 및 청소년

07:00 ~ 07:50 새벽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20명

08:00 ~ 08:50 아쿠아로빅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50명

09:00 ~ 09:50 오전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20명

10:00 ~ 10:50 오전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20명

11:00 ~ 11:50 오전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20명

13:00 ~ 13:50 아쿠아로빅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50명

14:00 ~ 14:50 아쿠아로빅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50명

15:00 ~ 15:50
시니어수영 월수금 15명 60세이상어르신

유아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15명 6세 ~ 7세 유아

16:00 ~ 16:50 어린이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20명
초등학교

17:00 ~ 17:50 어린이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20명

18:00 ~ 18:50 아쿠아로빅 월수금 각 과정별 50명

성인남녀 및 청소년19:00 ~ 19:50 저녁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20명

20:00 ~ 20:50 저녁 월수금/화목 각 과정별 20명

수영장

실생활 인문학 과정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교육방식
재료비 및 

준비물

1 DSLR 사진촬영&포토샵 (A) 월 13:30~16:00 12 90,000 조성근 줌(ZOOM) 준  DSLR 카메라

2 DSLR 사진촬영&포토샵 (B) 월 18:30~21:00 12 90,000 조성근 줌(ZOOM) 준  DSLR 카메라

3 감성스피치와 소통 리더십 월 14:00~16:00 12 60,000 김천현 줌(ZOOM) 교  15,000원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4 경락마사지 화 19:00~21:00 8 60,000 김기연 3층 소리울림방 교  10,000원

정보화 과정  개인 USB 준비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교육방식
재료비 및 

준비물

5 ITQ 파워포인트 자격증 월 09:30~11:20 14 60,000 김사혜 줌(ZOOM) 교  15,000원

6 ITQ 액셀 자격증 수 09:30~11:20 14 60,000 김사혜 줌(ZOOM) 교  15,000원 

7 GTQ 포토샵3급 자격증 월수 11:30~12:20 12 60,000 김사혜 줌(ZOOM) 교  16,000원 

8 홈페이지형 블로그 수 15:00~16:50 12 60,000 임선자 줌(ZOOM) -

9 스마트스토어창업 수 17:00~18:50 12 60,000 임선자 줌(ZOOM) -

10 엑셀 입문 및 활용 화 10:00~11:50 12 60,000 윤영미 줌(ZOOM)
교  13,000원 
(USB준비)

11 스마트한 컴퓨터 기초 목 10:00~11:50 12 60,000 윤영미 줌(ZOOM)
교  13,000원 
(USB준비)

12
오피스 실무 
(엑셀,파워포인트)

화 19:00~20:50 12 60,000 이혜란 줌(ZOOM)
교  10,000원 
(USB준비)

13
실생활활용 기초 
(윈도우,인터넷)

금 10:00~11:50 12 60,000 공은화 줌(ZOOM) -

14 포토샵 기초부터 활용 금 13:30~15:20 12 60,000 문경순 줌(ZOOM)
교  16,000원 
(USB준비)

15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사진&동영상

금 15:30~17:20 12 60,000 문경순 줌(ZOOM) -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16 스마트폰 활용 수 13:00~14:50 12 60,000 임선자 3층 컴배움방 -

어학 과정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교육방식
재료비 및 

준비물

17 주제가 있는 기초영어 목 13:00~14:30 12 60,000 Heidi Kim 줌(ZOOM) 교  15,000원 

18 여행영어 목 14:40~16:10 12 60,000 Heidi Kim 줌(ZOOM) 교  12,000원 

19 생활영어회화 (기초) 월수 10:00~10:50 12 60,000 이재진 줌(ZOOM) 교  10,000원 

20 생활영어회화 (초-중급) 월수 11:00~11:50 12 60,000 이재진 줌(ZOOM) 교  10,000원 

21 생활영어회화 (중-초급) 월수 12:10~13:00 12 60,000 이재진 줌(ZOOM) 교  10,000원 

22 생활영어 (A) 월수 19:00~19:50 12 60,000 이재진 줌(ZOOM) 교  10,000원 

23 생활영어 (B) 월수 20:00~20:50 12 60,000 이재진 줌(ZOOM) 교  10,000원 

24 생활영어회화 (중급) 목 13:00~15:00 12 60,000 이재진 줌(ZOOM) 교  10,000원 

25 Hello! 생활영어회화 (중급) 화목 10:00~11:20 12 70,000 차병무 줌(ZOOM) 교  15,000원  

26 Hello! 생활영어회화 (초급) 화목 11:30~12:50 12 70,000 차병무 줌(ZOOM) 교  15,000원 

27 Hello! 생활영어회화 (중급) 금 10:00~11:50 12 60,000 차병무 줌(ZOOM) 교  15,000원 

28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금 10:00~11:20 12 60,000 최은서 줌(ZOOM) 수업중 공지

29 ABC영어 알파벳배우기 화 13:00~14:30 12 60,000 최은서 줌(ZOOM) 교  12,800원

30 영어회화 첫걸음 화 14:40~16:10 12 60,000 최은서 줌(ZOOM) 수업중 공지

31 곤니찌와! 일본어 (초급) 월수 10:00~10:50 12 60,000 이재훈 줌(ZOOM) 교  13,500원 

32 곤니찌와! 일본어 (고급) 월수 11:00~11:50 12 60,000 이재훈 줌(ZOOM) 수업중 공지

33 곤니찌와! 일본어 (중급) 월수 12:00~12:50 12 60,000 이재훈 줌(ZOOM) 교  13,500원

34 중국어 기초 화목 10:00~10:50 12 60,000 윤혜정 줌(ZOOM) 교  16,500원

35 원어민 중국어 (Level 1) 월 13:00~14:50 12 60,000 이연 줌(ZOOM) 수업중 공지

36 원어민 중국어 (Level 2, A)  월 15:10~17:00 12 60,000 이연 줌(ZOOM) 수업중 공지

37 원어민 중국어 (Level 2, B) 금 15:10~17:00 12 60,000 이연 줌(ZOOM) 수업중 공지

38 원어민 중국어 (Level 3, A) 목 19:00~20:50 12 60,000 이연 줌(ZOOM) 수업중 공지

39 원어민 중국어 (Level 3, B) 수 15:00~16:50 12 60,000 이연 줌(ZOOM) 수업중 공지

40 원어민 중국어 (Level 4 A) 금 13:00~14:50 12 60,000 이연 줌(ZOOM) 수업중 공지

41 원어민 중국어 (Level 4, B) 화 13:00~14:50 12 60,000 이연 줌(ZOOM) 수업중 공지

42 독일어 기초 목 19:00~21:00 12 60,000 최순영 줌(ZOOM) 교  16,200원

온라인과정(비대면)

온라인과정(비대면)

온라인과정(비대면)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43 원어민 일본어 (중급) 화목 19:00~19:50 12 60,000
마키야마
후쿠준

2층 참사랑방 수업중 공지

44 원어민 일본어 (중고급) 화목 20:00~20:50 12 60,000
마키야마
후쿠준

2층 참사랑방 수업중 공지

오프라인과정(대면)

오프라인과정(대면)

오프라인과정(대면)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교육방식
재료비 및 

준비물

45 오카리나 (입문,기초) 월 09:00~10:00 12 일반 54,000 김진성 줌(ZOOM) -

46 오카리나 (초급) 월 10:10~11:10 12 일반 54,000 김진성 줌(ZOOM) -

47 오카리나 (중급) 월 11:20~12:20 12 일반 54,000 김진성 줌(ZOOM) -

48 오카리나 (고급, A) 월 12:30~13:30 12 일반 54,000 김진성 줌(ZOOM) -

49 오카리나 (고급, B) 월 13:40~14:30 12 일반 54,000 김진성 줌(ZOOM) -

50 직장인 오카리나 월 19:00~20:00 12 일반 54,000 김진성 줌(ZOOM) -

51 즐거운 클래식기타 (A) 화 18:00~18:50 8 일반 54,000 신인근 줌(ZOOM) 교  10,000원

52 즐거운 클래식기타 (B) 화 19:00~19:50 8 일반 54,000 신인근 줌(ZOOM) 교  10,000원

53 즐거운 클래식기타 (C) 화 20:00~20:50 8 일반 54,000 신인근 줌(ZOOM) 교  10,000원

54 클래식기타 (D) 토 15:00~16:00 8 일반 54,000 신인근 줌(ZOOM) 교  10,000원

55 클래식기타 (전문가과정) 토 16:00~18:00 12 일반 90,000 신인근 줌(ZOOM) 수업 중 공지

56 하모니카 (연주자) 목 15:00~15:50 8 일반,청소년 54,000 임소영 줌(ZOOM) -

57 하모니카 (고급) 목 16:00~16:50 8 일반,청소년 54,000 임소영 줌(ZOOM) -

58 하모니카 (중급) 목 17:00~17:50 8 일반,청소년 54,000 임소영 줌(ZOOM) -

59 하모니카 (초급) 목 18:00~18:50 8 일반,청소년 54,000 임소영 줌(ZOOM) -

60 하모니카 (직장인반) 목 19:00~19:50 8 일반,청소년 54,000 임소영 줌(ZOOM) -

61 수요 플릇 수 16:30~17:20 10 일반,청소년 54,000 김원식 줌(ZOOM) -

62 직장인 플릇 수 19:00~19:50 10 일반,청소년 54,000 김원식 줌(ZOOM) -

63 플릇 (연주자) 수 20:00~21:30 10 일반,청소년 60,000 김원식 줌(ZOOM) -

64 플릇 (A) 금 09:30~10:20 8 일반 54,000 최희정 줌(ZOOM) -

65 플릇 (B) 금 10:30~11:20 8 일반 54,000 최희정 줌(ZOOM) -

66 플릇 (고급) 금 11:30~12:20 8 일반 54,000 최희정 줌(ZOOM) -

67 플릇 (앙상블) 금 12:30~14:00 8 일반 60,000 최희정 줌(ZOOM) -

68 클래식 음악감상 A 화 13:00~14:20 12 일반 54,000 김윤태 줌(ZOOM) -

69 클래식 음악감상 B 화 14:30~15:50 12 일반 54,000 김윤태 줌(ZOOM) -

70 단소,소금 토 11:00~11:50 10 일반 54,000 조길호 줌(ZOOM) -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71 포크기타 (초급) 월 09:30~10:20 12 일반 54,000 박재만
1층 

고운누리방
교  15,000원

72 포크기타 (중급) 월 10:30~11:20 12 일반 54,000 박재만
1층 

고운누리방
교  15,000원

73 클래식기타 (A) 화 09:30~10:20 12 일반 54,000 박재만
3층 

빛그림방
교  15,000원

74 클래식기타 (B) 화 10:30~11:20 12 일반 54,000 박재만
3층 

빛그림방
교  15,000원

75 클래식기타 (C) 화 11:30~12:20 12 일반 54,000 박재만
3층 

빛그림방
교  15,000원

76 직장인 포크기타 (A) 목 18:00~18:50 12 일반 54,000 김경숙
1층 

고운누리방
교  10,000원

77 직장인 포크기타 (B) 목 19:00~19:50 12 일반 54,000 김경숙
1층 

고운누리방
교  10,000원

78 직장인 포크기타 (C) 목 20:00~20:50 12 일반 54,000 김경숙
1층 

고운누리방
교  10,000원

79 우쿨렐레 (A) 목 19:00~19:50 12 일반 54,000 황희자
4층 

올챙이방
교  7,000원

80 우쿨렐레 (B) 목 20:00~20:50 12 일반 54,000 황희자
4층 

올챙이방
교  7,000원

81 바이올린 (A) 목 19:00~19:50 7 일반 54,000 김민정
2층 

동아리방

악기대여 
3개월 

20,000원 
교  6,000원

82 바이올린 (B) 목 20:00~20:50 7 일반 54,000 김민정
2층 

동아리방

악기대여 
3개월 

20,000원 
교  6,000원

83 첼로 (A) 목 19:00~20:00 12 일반,청소년 54,000 고정현
3층 

빛그림방
교  18,000원

84 첼로 (B) 목 20:00~21:00 12 일반,청소년 54,000 고정현
3층 

빛그림방
교  18,000원

85 가야금 월 10:00~11:00 12 일반 54,000 노명희
5층 

차밍실②

 악기대여 
3개월 

30,000원, 
수업중 공지

86 칼림바 화 11:30~12:30 12 일반 54,000 강자영
4층 

푸른누리2방
교  9,000원 

뮤직과정  교재: 개인준비

온라인과정(비대면)

오프라인과정(대면)

온라인과정(비대면)

오프라인과정(대면)

미술 과정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88 바람의 화원 옛그림 민화(民畵) (A) 월 10:00~11:50 7 일반 60,000 한성휘 2층 동아리방 교  30,000원

89 바람의 화원 옛그림 민화(民畵) (B) 월 12:00~13:50 7 일반 60,000 한성휘 2층 동아리방 교  30,000원

90 사군자 월 09:30~11:20 10 일반 60,000 이명옥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91 채색화 월 11:30~13:20 10 일반 60,000 이명옥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92 한국화- 중급,고급 (A) 월 13:30~15:20 10 일반 80,000 김부용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93 한국화- 초급,중급 (B) 월 15:30~17:20 10 일반 80,000 김부용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94 사군자 (A) 수 09:00~10:50 10 일반 60,000 김기봉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95 사군자 (B) 수 11:00~12:50 10 일반 60,000 김기봉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96 서예 (한글) 목 10:00~11:50 10 일반 60,000 조미경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97 서예 (한글,한문) 목 12:30~14:20 10 일반 60,000 조미경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98 뎃생&수채화&유화 (A) 목 13:00~14:50 13 일반 60,000 박준구 3층 빛그림방
준  5절스케치북, 
지우개, 4B연필

99 뎃생&수채화&유화 (B) 목 15:00~16:50 13 일반 60,000 박준구 3층 빛그림방
준  5절스케치북, 
지우개, 4B연필

100 이병규의 서양화 (A) 화 16:00~17:50 13 일반 60,000 이병규 3층 빛그림방
준  4절 스케치북, 
지우개, 4B연필

101 이병규의 서양화 (B) 화 19:00~21:00 13 일반 60,000 이병규 3층 빛그림방
준  4절 스케치북, 
지우개, 4B연필

102 이병규의 서양화 (C) 수 10:00~11:50 13 일반 60,000 이병규 3층 빛그림방
준  4절 스케치북, 
지우개, 4B연필

103 이병규의 서양화 (D) 수 13:00~14:50 13 일반 60,000 이병규 3층 빛그림방
준  4절 스케치북, 
지우개, 4B연필

104 유화 (A) 금 10:00~11:50 13 일반 60,000 강상중 3층 빛그림방 수업중 공지

105 유화 (B) 금 12:00~13:50 13 일반 60,000 강상중 3층 빛그림방 수업중 공지

106 드로잉 금 15:00~17:00 13 일반 60,000 황은화 3층 빛그림방 수업중 공지

107 아크릴화-기초현대미술 금 09:30~11:20 7 일반 70,000 조숙연 2층 동아리방 수업 중 공지

108 연필스케치와 꽃그림 월 12:10~14:00 8 일반 70,000 김지니 4층 푸른누리2방 교  22,500원

109 어반스케치 월 13:10~15:00 12 일반 60,000 김민채 4층 햇살방 수업중 공지

110 파스텔일러스트 (홈스케치) 수 10:00~11:20 7 일반 60,000 조진희 2층 동아리방 수업중 공지

111 파스텔아트 수 12:10~14:10 7 일반 60,000 조진희 2층 동아리방 수업중 공지

112 캐리커쳐 (A) 수 11:10~12:30 7 일반 60,000 장설화 3층 푸른누리1방 교  재  15,000원

113 캐리커쳐 (B) 수 18:30~19:50 7 일반 60,000 장설화 3층 푸른누리1방 교  재  15,000원

114 아름다운 인물화 (A) 화 19:00~20:20 7 일반 60,000 장설화 3층 푸른누리1방 교  재  15,000원

115 아름다운 인물화 (B) 목 10:00~11:20 7 일반 60,000 장설화 3층 푸른누리1방 교  재  15,000원

116 아기자기한 손그림 일러스트 (A) 월 10:00~11:30 7 일반 60,000 유승근 3층 푸른누리1방 재  15,000원

117 예쁜 손글씨 POP+ 캘리그라피 (A) 수 13:00~14:50 10 일반,청소년 60,000 박영자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118 예쁜 손글씨 POP+ 캘리그라피 (B) 수 18:00~19:50 10 일반,청소년 60,000 박영자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119 예쁜 손글씨 POP+ 캘리그라피 (C) 금 10:00~11:50 10 일반,청소년 60,000 박영자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120 예쁜 손글씨 POP+ 캘리그라피 (D) 금 13:00~14:50 10 일반,청소년 60,000 박영자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121 양장 기본패턴으로 옷 만들기 (A) 목 12:00~13:50 7 일반 70,000 박정매 2층 동아리방 수업 중 공지

122 양장 기본패턴으로 옷 만들기 (B) 목 14:00~15:50 7 일반 70,000 박정매 2층 동아리방 수업 중 공지

123 오감만족 전통 인두화 목 10:00~11:50 7 일반 70,000 이건희 2층 참사랑방 수업 중 공지

124 생활 도자기공예 (A) 금 11:00~13:00 7 일반 60,000 노승애 2층 동아리방 수업 중 공지

125 생활 도자기공예 (B) 금 13:30~15:30 7 일반 60,000 노승애 2층 동아리방 수업 중 공지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대상
3개월
수강료

강사 교육방식 재료비 및 준비물

87 마음을 돌보는 힐링아트 젠탱글 화 11:20~13:10 12 일반 60,000 박현주 줌(ZOOM) 재  30,000원

어르신 대상 강좌  56년생 이상(접수 신청시 생년월일 기준)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4 컴퓨터 초급 화목 12:00~12:50 14 42,000 윤영미 3층 컴배움방 교  10,000원 (USB준비)

5 컴퓨터 중급 화목 13:00~13:50 14 42,000 윤영미 3층 컴배움방 교  8,000원 (USB준비)

6 컴퓨터 고급 1 화목 14:00~14:50 14 42,000 윤영미 3층 컴배움방 교  14,800원 (USB준비)

7 컴퓨터 고급 2 화목 15:30~16:20 14 42,000 윤영미 3층 컴배움방 교  15,000원 (USB준비)

8 서예교실 (A) 화 09:00~10:50 10 42,000 안효영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9 서예교실 (B) 화 11:00~12:50 10 42,000 안효영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10 서예교실 (C) 화 13:00~14:50 10 42,000 안효영 4층 올챙이방 수업 중 공지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교육방식 재료비 및 준비물

1 시니어 가곡 화 11:00~12:50 12 42,000 김윤태 줌(ZOOM) -

2 시니어 영어교실 (step1) 금 11:30~13:20 12 42,000 최은서 줌(ZOOM) 수업 중 공지

3 시니어 영어교실 (step2) 금 14:00~15:50 12 42,000 최은서 줌(ZOOM) 수업 중 공지

온라인과정(비대면)

온라인과정(비대면)

오프라인과정(대면)

오프라인과정(대면)

오프라인과정(대면)

전문가 과정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130 아동미술전문지도자자격증반 화 09:30~11:20 7 90,000 조숙연 2층 동아리방 수업 중 공지

131 미니어처전문지도자자격증반 금 11:30~12:50 12 70,000 조숙연 4층 햇살방 수업 중 공지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교육방식 재료비 및 준비물

126 북큐레이션과 독서지도 월 10:00~11:50 12 90,000 박양순 줌(ZOOM) 교  30,000원

127 세계사 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월 10:00~11:50 12 90,000 우미옥 줌(ZOOM) 교  25,000원

128 한국사 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수 10:00~11:50 12 90,000 우미옥 줌(ZOOM) 교  25,000원

129 정리수납전문가2급 (8회) 수 13:00~15:00 10 70,000 이병순 줌(ZOOM) 교  11,000원

요리과정

강좌명 요일 시간 정원
3개월
수강료

강사 강의실 재료비 및 준비물

132 제과기능사 수금 18:00~21:00 10 180,000 전미남  5층 요리조리실 재  250,000원

133 빵 굽는 시간 (오전) 수 10:00~12:00 10 80,000 전미남  5층 요리조리실 재  130,000원

134 빵 굽는 시간 (저녁) 목 19:00~21:00 10 80,000 전미남  5층 요리조리실 재  130,000원

135 브런치&파스타 월 10:00~12:00 10 80,000 정선미 5층 요리조리실 재  150,000원

136 우리가족 집밥 상차림 월 19:00~21:00 10 80,000 윤미숙  5층 요리조리실 재  120,000원

137 떡제조기능사 금 09:30~11:30 10 180,000 최석란 5층 요리조리실 재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