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을  학  기  
회  원  모  집

신 청 기 간   7. 22 (목) ~ 선착순 마감
강 좌 기 간   9. 1 (수) ~  11. 30 (화)

상담·신청문의 051) 999-7160~1 ㅣ culture.artmalling.com ㅣ 지하철 1호선 하단역 5번 출구

가을학기 정규강좌 수강 선물

※ 현장 접수, 온라인/모바일 접수 시 내방 시점 기준 선착순 증정

※ 1인당 최대 2개 증정 (수강자 기준), (부분)환불 시 회수

•정규강좌 1개 이상 수강 시 증정 (택 1)
 - 깨끗한나라 키친타올 130매 2롤 (선착순 100명)
 - 애경 순샘 주방세제 315ml 리필용 & 크린백 (선착순 100명)

•정규강좌 2개 이상 수강 시 증정
 - 아트몰링 상품권 5천원권 1장 (선착순 30명)

아트몰링 문화센터 부산본점 강사모집
아트몰링 문화센터에서는 참신한 프로그램과 강의에 열정을 갖춘 
전문 강사님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지 원 대 상  다양한 분야의 우수 경력 강사
•지 원 서 류  이력서 및 강의계획서
• 지 원 방 법   아트몰링 문화센터 홈페이지 지원 혹은  

  이메일 접수 artmallingculture@naver.com

문화센터 그룹수업, 맞춤강좌 개설 서비스
특별한 맞춤 수업 (생일파티 놀이, 이벤트, 직장 동아리 등)이 필요할 때 
아트몰링 문화센터에서 맞춤강좌를 개설해 드립니다.

•진 행 일 정  희망요일과 시간 협의

•참 가 비 용  프로그램별 상이
•개 설 문 의  051) 999-7160~1

※ 사전 협의 후 개설 가능 / 개설 후 개인 취소 불가

아트몰링 문화센터 회원을 위한 특별 수강혜택

가을학기 수강신청하고 아트몰링 매장에서 할인 혜택 받으세요!

아트몰링 매장 할인 이벤트
•할인기간 : 7/22(목) ~ 10/20(수), 기간 中 무제한 이용 가능
•사용방법 : 가을학기 문화센터 강좌 신청 ▷ 10층 데스크에서 지류 수강증 발급 ▷ 매장 이용시 수강증 제시 후 할인 가능 

※ 정규강좌 수강 시 할인 가능  ※ 동일 품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브랜드 일정 상이

커피향 가득 Bakery & Cafe

B1층  박배철 과자점 
•전 메뉴 10% 할인

7층  앤티앤스 프레즐 
•아메리카노 3,000원 2,000원

7층  스타타워 커피
•아메리카노 1,500원

10층  티앤북스 북카페
•아메리카노 3,500원 2,000원 

•도서 이용시 30분 추가 증정

13층  할리스 커피
• 커피 / 음료 10% 할인 
※ 포인트 적립 & 사용 불가

14층  카페베네  
•전 음료 15% 할인 

맛있는 식사는 Food Malling

7층  러브마켓  
•전 품목 10% 할인 
•5만원 이상 구매시 1,000원 추가 할인 

7층  CGV 하단 아트몰링점
•영화 매표 2,000원 할인 
※ 조조, 우대,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동반 3인까지 현장매표시 적용 가능

•콤보 2,000원 할인

※ 스몰콤보, 프로모션콤보 제외

11층  스파휘게 
•복부슬리밍 70,000원 30,000원
•달팡로즈 윤곽관리 99,000원 40,000원

※ 1인 1회 한정, 사전예약 필수

11층  꾸아퍼스트 헤어샵
•첫 방문 고객 40% 할인

※ 1인 1회 한정, 사전예약 필수

13층  영풍문고
•도서 구매시 10% 할인
※ 수험서, 학습지, 잡지, 만화, 문구류 제외
※ 포인트 적립 & 사용 불가 
 

특별한 일상 생활·문화

14층  시월애 도토리

•전 메뉴 5,000원

15층  카츠쿠라

•전 메뉴 10% 할인

15층  대왕 유부초밥 미미공간

•대왕 유부초밥 구매시 4+1 제공

16층  샤브보트

•식사 주문시 죽 서비스 제공

16층  신룽푸 마라탕

•전 메뉴 10% 할인

17층  컨트리 맨즈 

•전 메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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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으로 현장접수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가을학기 문화센터 신청안내

•신청기간  7월 22일(목) ~ 선착순 마감         방문접수  월~토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30분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온라인접수  24시간 *단, 7월 22일(목)은 오전 10시부터 운영   
         

     아트몰링 부산본점 문화센터 ▼       

•강좌기간  9월 1일(수) ~ 11월 30일(화) *강좌별 종강일 상이      •문의  051) 999-7160~1 (10층 문화센터 데스크)

① 수강료는 현금, 신용카드, 아트몰링 상품권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 모바일은 카드결제만 가능) 

② 강좌를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다음학기로 연기 및 타인 양도가 불가합니다.

③  수강신청 인원이 강좌 진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미달될 경우 강좌가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 드리거나, 다른 강좌로 변경해 드립니다. (마감강좌 제외)

④ 원활한 수업준비를 위해 강좌 취소 및 변경은 개강일 전일(前日) 운영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온라인 운영시간이 상이합니다. (상단 신청기간의 운영시간 참조)  

-  인터넷 & 모바일 취소는 인터넷 & 모바일로 접수한 강좌에 한해 가능하며,  

개강일 이후 취소는 신청방법에 관계없이 문화센터 데스크 운영시간 내 방문 취소만 가능합니다. 

-  요리 강좌, 꽃꽂이, 공예강좌 등 일부 재료가 준비되는 강좌의 경우 개강 3일전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방문 수강취소 시 원거래 카드 및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결제한 수단과 동일하게 취소 처리됩니다.

- 강좌 전액환불은 개강일 전일(前日) 문화센터 운영시간 내로만 가능하며, 월요일 강좌의 경우 전일(前日)은 토요일 입니다. 

⑤ 강좌 진행일 이후 본인 사유로 취소 시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하여 드립니다. 

- 1개월 이내 취소 시 : 강좌 1/3, 1/2 경과 전 각 2/3, 1/2 환불, 1/2 이상 경과 시 환불 불가

- 1개월 이후 취소 시 : 1개월 이내 기준 적용 환불+잔여분 환불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개강일 9/6 9/7 9/1 9/2 9/3 9/4

종강일 11/29 11/30 11/24 11/18 11/19 11/27

휴강일
9/20
10/4
10/11

9/21 9/22 - - 10/9

강의횟수 10회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03   AUTUMN Festival 

가을아 반가워! 시즌 특강 

아트몰링 스페셜 클래스

04   애착형성 Mom & Baby  

엄마랑 아가랑 요일별 정규 강좌 

행복한 1DAY 클래스

07   다재다능 Kids & Children  

놀면서 배우는 1DAY 클래스  

어린이 성장 정규 강좌

10   Adult 라이프  

슬기로운 어른들의 라이프 스타일 

감성충전 낭만화실 

하루 한 시간 건강 클럽 

하루 취미 1DAY 클래스 

 ART MALLING X Best brand 스페셜 클래스

재미팡팡! 주말 패밀리 놀이터

파란 여름 해변 컵케이크
8/1(일) 11:00~12:00 (5세 이상)

1회 5,000원 / 재료비 8,000원

캐릭터 석고 방향제 컬러링
8/22(일) 11:00~12:00 (5세 이상, 엄마랑)

1회 5,000원 / 재료비 12,000원

가을 피크닉 도시락 캔들
9/12(일) 11:00~12:00 (5세 이상, 엄마랑)

1회 5,000원 / 재료비 20,000원

세상 하나뿐인 실버&가죽 팔찌
9/26(일) 13:00~14:00 (5세 이상, 엄마랑)

1회 5,000원 / 재료비 18,000원

아트몰링과 HAPPY 해피 추석

쫄깃쫄깃 말랑말랑 인절미 토스트
9/5(일) 11:00~12:00 (5세 이상)

1회 5,000원 / 재료비 8,000원 

캘리그라피 용돈 봉투 
9/13(월) 15:20~16:10 (성인)

1회 5,000원 / 재료비 5,000원

부모님 입맛에도 딱! 고소한 상투과자
9/15(수) 12:40~14:10 (성인)

1회 20,000원 (재료비 포함)

추석선물에 좋은 꽃 송편
9/17(금) 17:30~19:00 (성인)

1회 35,000원 (재료비 포함)

Trick or Treat! 미리 할로윈 데이

달콤한 즐거움! 할로윈 쿠키
10/17(일) 11:00~12:00 (5세 이상)

1회 5,000원 / 재료비 8,000원

파티에 어울리는 할로윈 캔들
10/19(화) 19:00~20:00 (성인)

1회 5,000원 / 재료비 13,000원

할로윈 야광 석고방향제
10/24(일) 11:00~12:00 (5세 이상, 엄마랑)

1회 5,000원 / 재료비 15,000원

 스마트한 육아교실

(수) 12:20~13:00 (성인)

1회 3,000원 

※ 선착순 10팀, 참가자 소정의 사은품 증정

8/25  신생아 응급처치, 안전한 우리아기 케어팁

9/8  신생아 울음, 아기 속마음 알기

10/13  신생아 등센스 예방 및 통잠 재우는 방법

 꿈드림 취미교실

나만의 특별한 아크릴 무드등
11/2(화) 19:00~20:30 (성인)

1회 12,000원 (재료비 포함)

추억이 방울방울 사진 모빌
11/7(일) 13:00~13:40 (5세 이상)

1회 13,000원 (재료비 8,000원 포함)

회원 입회 및 수강 안내 2021년 가을학기 강의 일정

  어린이 원예교실

알록달록 스칸디아모스 화분
8/29(일) 11:00~12:00 (5세 이상)

1회 5,000원 / 재료비 15,000원

이오난사 유리 화분
9/26(일) 11:00~12:00 (5세 이상)

1회 5,000원 / 재료비 15,000원

이미지 제공 : 이미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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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클 영어발레 댄스 플레이 
안지현 (트윈클 영어발레 소속 강사)

수) 16:00~16:40 (24~39개월)

3개월 120,000원 / 교재비 20,000원

준비물 : 발레복, 발레슈즈, 타이즈

영어 음악에 맞춰 발레를 배우며 영어와 친숙해지고, 

건강한 신체발달과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화 YSM 맘&베이비 발레
김영아 (이화YSM발레 소속 강사)

화) 15:30~16:10 (35~48개월)

토) 12:20~13:00 (32~48개월)

3개월 120,000원  

교재비 30,000원 (교재, 가방, 홈스쿨링용 영상제공)

준비물 : 발레복, 발레슈즈, 타이즈

※ 첫 수업시 발레복 주문 가능

이화여대 발레지도자 과정에서 연구하는 발레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9월
HELLO! 발레인사 / 마요네즈 송
포인 플렉스 / 해달이 되어요!

10월
싸이드 데벨로빼 / 데벨로뻬 동작
깜브레 스트레칭 / 시손느 점프 

11월
발레 팔 포지션 / 버블검 스트레칭
림버링 스트레칭 / 쑤부르쏘 점프

음악 퍼포먼스 놀이 뮤직팡팡
하효정 (뮤직팡팡 소속 강사)

월) 10:40~11:20 (12~19개월)

월) 11:30~12:10 (6~13개월)

월) 12:20~13:00 (18~24개월)

3개월 91,700원 (10회) / 재료비 30,000원

동물음악회를 통한 음악개념 활동과 자연물을 통한 감각적 

음악활동을 경험하며 음악적 정서안정을 제공합니다. 

애착형성 엄마표 베이비 마사지
진선미 (프로리더(사) 국제전문지도자 협회 소속 강사)

월) 14:10~14:50 (2~7개월)

6주 60,000원

준비물 : 베이비 오일, 큰 타월, 아기 장난감

※ 강의일정 : 10/18(월)~11/22(월)

올바른 애착관계 형성과 정서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몸짱 두뇌짱 요가 놀이터
진선미 (프로리더(사) 국제전문지도자 협회 소속 강사)

월) 15:00~15:40 (7~13개월)

6주 60,000원 / 재료비 15,000원

준비물 : 베이비 오일, 큰 타월, 아기 장난감

※ 강의일정 : 10/18(월)~11/22(월)

요가와 마사지 중심의 신체놀이 수업입니다.

 월요 블루키즈 팡팡 
옥태훈 (블루키즈 팡팡 소속 강사)

월) 15:40~16:20 (24~36개월)

3개월 100,000원 (10회) / 교구사용료 10,000원

신체발달 촉진을 위한 체육교육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롤리폴리 재미놀이
이혜진 (롤리폴리 재미놀이 소속 강사)

화) 11:00~11:40 (20~33개월)

화) 11:50~12:30 (15~22개월)

화) 12:40~13:20 (10~15개월 A)

화) 13:30~14:10 (6~10개월)

화) 14:20~15:00 (10~15개월 B)

3개월 120,000원 / 재료비 40,000원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동화·신체놀이

'롤리스토리'와 식재료·오감발달 집중놀이 

'폴리플레잉'으로 구성된 인기 강좌 입니다. 

 바니노리 오감놀이
정애은 (바니노리 오감놀이 소속 강사)

화) 10:30~11:10 (6~12개월)

화) 11:20~12:00 (12~18개월)

화) 12:10~12:50 (18~24개월)

다양한 도구와 신체 교구를 이용하여, 시청각적 오감발달을 자극해 줍니다.

3개월  110,000원 88,000원 (20% 할인)

재료비 35,000원 

퍼포먼스 미술놀이! 
똑똑한 아트 키움
주다원 (아트 키움 소속 강사)

화) 15:40~16:20 (24~37개월)

3개월 110,000원 / 재료비 45,000원

준비물 : 여벌 옷 또는 미술가운, 물티슈 

9월 바다 탐험대 / 명절놀이 / 인어공주 / 천연 염색

10월 감나무 / 출동! 소방관 / 액션 페인팅 / 슈퍼 거북

11월 창의 공예 / 동굴 속 벽화 / 우리동네 / 아이~ 달콤해

목요 트니트니 키즈챔프
구범석 (트니트니 소속 강사, 손오공 선생님)

목) 10:40~11:20 (15~22개월)

목) 11:30~12:10 (13~19개월 A)

목) 12:20~13:00 (20~27개월)

목) 13:20~14:00 (13~19개월 B)

목) 14:10~14:50 (27~36개월)

목) 15:00~15:40 (17~24개월)

3개월 120,000원 / 재료비 40,000원 (교구 4종)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움직임들을 경험합니다.

9월
트니 프렌즈와 미니바 / 다람쥐와 도토리
곤충 친구들 / 큐니와 공놀이

10월
트니트니 소방 특공대 / 지팡이야 도와줘
트니 프렌즈 컵 마을 / 엄마 아빠를 도와주세요

11월
김장하는 날 / 트니 태권도 
트니트니 점프 놀이터 / 정글 탐험대

 오레아 오감 통합놀이
백다연 (오레아오감통합놀이 경상지부장)

목) 11:00~11:40 (12~18개월)

목) 11:50~12:30 (17~30개월)

목) 12:40~13:20 (4~8개월)

목) 13:30~14:10 (9~14개월)

3개월 110,000원 / 재료비 30,000원

다양한 주제와 좋은 교구재, 전문강사진이 이끄는 바른 교육으로

IQ EQ SQ 발달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놀이교육입니다.

9월
엉금엉금 거북아 놀자 / 오레아 숲 속 여행
나는야 바리스타 / 뜨끈한 찜질방

10월
멍멍아 놀자 / 오레아 꼬마쉐프
추억의 거리 / 해님달님과 알록달록 떡

11월
삐약삐약 병아리 / 까끌까끌 빵가루
맛있는 붕어빵 / 대나무 숲 아기팬더

 금요 신나는 파니파니 스쿨
이보람 (파니파니 스쿨 소속 강사)

금) 11:00~11:40 (5~11개월)

금) 11:50~12:30 (12~17개월)

금) 12:40~13:20 (18~26개월)

3개월 120,000원 / 재료비 30,000원

신체적 정신적 고른 발달을 할 수 있는 통합놀이 수업입니다.

금요 트니트니 키즈챔프
이형봉 (트니트니 소속 강사, 부엉이 선생님)

금) 15:00~15:40 (13~19개월)

금) 15:50~16:30 (20~27개월)

금) 16:40~17:20 (28~45개월)

3개월 120,000원 / 재료비 40,000원 (교구 4종)

단계별 문제해결 능력 및 기초 운동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작은 동물 체험과 함께하는
꼬물꼬물! 나이브 아트
송선주 (나이브아트 미술 소속 강사)

금) 16:20~17:00 (17~29개월)

금) 17:10~17:50 (28~45개월)

3개월 120,000원 / 재료비 40,000원

준비물 : 여벌옷 또는 미술가운, 물티슈

살아있는 작은 동물을 만나고 교감하는 생물수업과

주제별 퍼포먼스 미술수업이 결합된 강좌입니다. 

9월
홀리아트 만나서 반가워~ / 사랑이 꽃피는 사랑앵무
까슬까슬 빵가루 / 커다란 호두가 하나둘셋

10월
뒤뚱뒤뚱 펭귄 / 신나는 점프 풍선놀이
아기오리와 백조공주 / 숲속에 사는 도마뱀 

11월
원숭이와 바나나 / 꿈틀꿈틀 누에
미끌미끌 미역 / 개구리 왕자님과 반짝반짝 연못

 재미플러스 오감톡
진선미 (재미플러스 오감톡 소속 강사)

수) 10:40~11:20 (11~17개월) 
수) 11:30~12:10  (5~10개월)

수) 12:20~13:00 (9~15개월)

수) 13:10~13:50 (13~20개월)

수) 14:00~14:40 (7~13개월)

수) 14:50~15:30 (15~25개월)

3개월 120,000원 / 재료비 30,000원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주고 오감각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는 영역별 통합 오감놀이 수업입니다. 

9월 고기를 잡으러! / 옥수수와 팝콘 / 싹뚝! / 동글 호두

10월 알록달록 단추 / 슛! 골인! / 길쭉 빨대 / 호박나라 요정

11월 꽃이 폈어요 / 곤충 친구들 / 산골짝에 다람쥐 / 별나라 여행

 수요 신나는 파니파니 스쿨
하준영 (파니파니 스쿨 강사 교육 팀장)

수) 11:00~11:40 (12~17개월)

수) 11:50~12:30 (5~10개월)

수) 12:40~13:20 (8~14개월)

수) 13:30~14:10 (12~17개월)

수) 14:20~15:00 (8~13개월)

수) 15:10~15:50 (17~27개월)

3개월 120,000원 / 재료비 30,000원

계절송, 영어챈트, 테마활동, 전래놀이로 구성된 오감통합놀이입니다.

9월
데굴데굴 내 단추 / 뚱뚱보 토끼가 깡총깡총
곤충과 녹두놀이 / 가을이 왔어요!

10월
허수아비 아저씨 / 위로 쑥쑥! 아래로 쑥쑥!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 사자와 생쥐

11월
노랑이와 까망이 콩놀이 / 헨젤과 그레텔
알록달록 카멜레온 / 요술쟁이 내얼굴

 토요 블루키즈 팡팡
이정호 (블루키즈 유아체육교육원 강사)

토) 10:40~11:20 (24~36개월 A)

토) 13:10~13:50 (24~36개월 B) 
3개월 120,000원 / 교구사용료 10,000원

신체놀이를 통해 소근육과 대근육을 자극하고, 친구들과의

유대감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영아 체육 수업입니다.

퍼포먼스미술 아트앤펀 
이지현 (퍼포먼스 아트앤펀 소속 강사)

토) 11:30~12:10 (30~48개월)

토) 12:20~13:00 (20~34개월)

3개월 110,000원 / 재료비 40.000원

준비물 : 여벌옷 또는 미술가운, 물티슈

우리아이 첫 물감, 망고 아뜰리에 
이지현 (퍼포먼스 아트앤펀 소속 강사)

토) 13:30~14:10 (12~16개월)

토) 14:20~15:00 (17~24개월)

3개월 80,000원 (8회) / 재료비 30,000원

준비물 : 여벌옷, 물티슈, 양말

※강의일정 : 9/11(토)~11/20(토) (매 달 첫째 주 휴강)

블루키즈 팡팡 체육 놀이
8/16(월) 15:40~16:20 (24~36개월)

1회 3,000원 

안녕 물감! 아뜰리에 촉감놀이
8/21(토) 13:30~14:10 (12~16개월)

8/21(토) 14:20~15:00 (17~24개월)

1회 3,000원 / 재료비 3,000원

준비물 : 여벌옷, 물티슈, 양말

트윈클 영어발레 댄스 플레이
8/25(수) 16:00~16:40 (24~39개월)

1회 3,000원 

준비물 : 발레복, 발레슈즈, 타이즈

가을학기 처음, NEW 클래스 체험전

비대면 ZOOM LIVE 

온라인 클래스

엄마아빠의 사랑의 터치,
면역력 쑥쑥 성장 베이비 마사지
8/22(일) 10:20~10:50 (2~12개월)

1회 10,000원 (3인)

준비물 : 마사지오일, 큰 타올, 아기장난감

ZOOM  실시간 양방향 화상 수업

•개강 전 ZOOM 사용법 및 접속 정보 안내 문자 발송

•강좌 취소 및 환불은 개강 3일전까지 가능 

월요일 목요일화요일 금요일수요일 토요일

엄  마  랑
아  가  랑

클  래  스

Mom & Baby 

엄마와 함께 경험하는
우리 아이 행복한
오감놀이 프로그램

매일이 즐거운 우리아이 일주일 놀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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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아·초 등

클    래    스

Kids & Children  

혼자서도 씩씩하게!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1DAY 클래스

롤리폴리  해변으로 가요! 
8/3(화) 13:30~14:10 (8~15개월)

8/3(화) 14:20~15:00 (16~30개월)

1회 3,000원 / 재료비 5,000원 

와르르르~ 기장쌀로 촉감놀이를 해요.

파니파니  삐약삐약 병아리콩
8/4(수) 10:40~11:20 (12~17개월)

8/4(수) 12:20~13:00 (8~13개월)

1회 6,000원 (재료비 포함)

파니파니  나는야 요리사!
8/6(금) 11:00~11:40 (5~11개월)

1회 6,000원 (재료비 포함)

친구들과 마카로니 촉감놀이를 해요.

바니노리  초록색 친구들
8/10(화) 13:00~13:40 (6~12개월)

8/10(화) 13:50~14:30 (12~18개월)

1회 5,000원 (재료비 포함)

초록콩으로 오감 촉감놀이를 해요.

파니파니  캥거루야 안녕!
8/20(금) 11:00~11:40 (12~17개월)

1회 3,000원

껑충껑충 캥거루를 만나고 신체활동 점프놀이를 해요.

뮤직팡팡  음악여행을 떠나요!
8/23(월) 10:40~11:20 (6~13개월)

8/23(월) 11:30~12:10 (13~19개월)

1회 3,000원 / 재료비 5,000원

명작 브레멘 음악대를 주제로 음악놀이를 해요.

베이비마사지 심폐기능에 좋은 마사지
9/4(토) 14:10~14:50 (2~8개월)

1회 15,000원 (3인)

준비물 : 마사지오일, 큰 타올, 아기장난감

베이비마사지 우리 아기 꿀잠 마사지
10/2(토) 14:10~14:50 (2~8개월)

1회 15,000원 (3인)

준비물 : 마사지오일, 큰 타올, 아기장난감

꿀잠을 위한 등&혈자리 마사지를 배워요.

파니파니  통통통! 수박놀이
8/11(수) 10:40~11:20 (12~17개월)

8/11(수) 12:20~13:00 (8~13개월)

1회 6,000원 (재료비 포함)

수박을 몸으로 표현하고, 공놀이도 해요!

트니트니  신나는 트니트니 운동회
8/12(목) 14:10~14:50 (20~26개월)

8/19(목) 14:10~14:50 (27~40개월)

1회 3,000원

오레아  살금살금 사파리 월드
8/12(목) 11:50~12:30 (13~30개월)

1회 3,000원

신비한 동물들과 숲속에서 놀이해요!

베이비마사지 예쁜 롱다리 & 팔 마사지
8/14(토) 14:10~14:50 (2~8개월)

1회 15,000원 (3인)

준비물 : 마사지오일, 큰 타올, 아기장난감

쭉쭉 길어지는 팔, 다리 마사지법을 배워 봅니다. 

나이브아트 베타물고기와 그물놀이
8/16(월) 16:20~17:00 (17~29개월)

8/16(월) 17:10~17:50 (28~45개월)

1회 6,000원 (재료비 포함)

준비물 : 여벌옷 또는 미술가운, 물티슈

재미플러스 꼬끼오 꼬꼬꼬!
8/18(수) 15:40~16:20 (5~13개월)

1회 3,000원 / 재료비 2,000원

달걀 친구들을 탐색하며 탐구심을 길러요.

롤리폴리  아기돼지 삼형제
8/17(화) 13:30~14:10 (8~15개월)

8/17(화) 14:20~15:00 (16~30개월)

1회 3,000원 / 재료비 5,000원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신체놀이를 해요.

바니노리  두부는 어떻게 만들까?
8/17(화) 13:00~13:40 (6~12개월)

8/17(화) 13:50~14:30 (12~18개월)

1회 5,000원 (재료비 포함)

아트키움  동화 퍼포먼스 구름빵
8/17(화) 15:40~16:20 (24~37개월)

1회 8,000원 (재료비 포함)

준비물 : 여벌옷 또는 미술가운, 물티슈

파스텔과 미술도구로 구름을 표현해 보아요.

오레아  신데렐라와 파티에 가요!
8/19(목) 11:50~12:30 (5~12개월)

1회 3,000원

멋진 의상을 입고 파티에 가서 곡물놀이를 해요.

음악 줄넘기와 스포츠 교실
토) 12:20~13:00 (7~9세)

4주 30,000원 / 교구사용료 : 5,000원

짤랑짤랑 키즈 밸리댄스 
토) 14:30~15:10 (5~6세)

토) 15:20~16:00 (7세 이상)

4주 23,400원 / 준비물 : 밸리복, 힙스카프

로보티즈 올로 'All+Robot'
토) 10:40~11:20 (5~6세)

4주 33,400원 / 재료비 20,000원

어린이 급수 종이접기반
토) 10:50~11:40 (8~11세)

토) 11:50~12:40 (5~7세)

4주 23,400원 / 재료비 10,000원

여름방학 8월 한달 클래스 •강의일정 : 7/31(토)~8/21(토)

러블리 수제 하트 비누
8/28(토) 13:00~14:00 (5세 이상)

1회 22,000원 (재료비 포함)

예쁜 하트모양의 천연 MP비누를 만들어 봅니다.

보글보글 오늘은 거품목욕 하는날!
캐릭터 쿠키 커터 버블바
9/11(토) 13:00~14:00 (5세 이상)

1회 30,000원 (재료비 포함)

조물조물 반죽에 색을 입혀 캐릭터 모양의 버블바를 만듭니다. 

추석맞이 DIY 배씨 액세서리
9/12(일) 13:00~14:00 (5세 이상, 엄마랑)

1회 11,000원 (재료비 포함)

배씨 머리띠 또는 머리핀을 만들어 봅니다. 

스트링아트로 만드는
원목 LED 무드등
10/10(일) 13:00~14:00 (5세 이상, 엄마랑)

1회 15,000원 (재료비 포함)

스트링아트는 나무판에 못을 박고 실을 엮어 만드는 토탈 공예입니다.

블루키즈 어린이 체육 교실
8/16(월) 16:30~17:10 (4~6세)

8/16(월) 17:20~18:00 (5~7세)

1회 5,000원 

연계강좌  블루키즈 팡팡 유아체육

동화 퍼포먼스 구름빵
8/17(화) 16:30~17:10 (4~6세)

8/17(화) 17:20~18:00 (5~7세)

1회 8,000원 (재료비 포함) / 준비물 : 여벌옷, 물티슈

연계강좌  퍼포먼스 미술 아트키움

바닷속 풍경 종이접기
8/21(토) 13:20~14:00 (5~7세)

1회 5,000원 / 재료비 3,000원

연계강좌  창작과 표현미술 아카데미

알록달록 사과 색연필화
8/21(토) 14:10~15:30 (초등고)

1회 5,000원 / 재료비 4,000원

색연필을 이용하여 사과를 표현해 봅니다. 

연계강좌  수행평가대비 미술 아카데미

트윈클 발레와 신나는 파티파티!
8/25(수) 16:50~17:40 (4~5세)

8/25(수) 17:50~18:40 (6~7세)

1회 5,000원 / 준비물 : 발레복, 발레슈즈, 타이즈

연계강좌  트윈클 영어발레

크랜베리 초코릿 스콘
8/27(금) 17:00~17:50 (5~7세)

1회 5,000원 / 재료비 8,000원

연계강좌  키즈쿡 아트쿡

놀면서 배우는 키즈 1DAY 클래스

우리집 문화센터
홈(HOME)센 클래스

ZOOM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

•개강 전 접속정보 개별 안내

•재료키트 택배 발송

•취소 및 환불은 개강 5일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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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 키우는 우리 아이 감수성 Ballet Academy

여유롭게 골라 듣는 평일 프로그램 알차고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 

 이화 YSM 체형교정 발레
김영아 (이화YSM발레 소속 강사)

화) 16:20~17:00 (4~5세)

화) 17:05~17:45 (5~7세)

3개월 90,000원 / 교재비 30,000원

준비물 : 발레복, 발레슈즈, 타이즈

※ 첫 시간 발레복 주문 가능

이화여대 발레지도자과정에서 연구하는 무용 전문 교육입니다.

9월
HELLO! 인사 / 키 쑥쑥! 발레체조
발레의 발포지션 / 발레 포인트 플렉스

10월
고관절과 복근운동 / 깜블레
림버링 스트레칭 / 데벨로페 센터 

11월
씨손느 / 쑤부르쏘 점프 
앙쉐느망 / 레베랑스 인사

맛있는 창의요리, 키즈쿡! 아트쿡!
조아라 (아동요리지도사 1급 자격 취득)

월) 17:00~17:50 (5~7세)

3주 15,000원 / 4주 20,000원

재료비 회당 8,000원 / 준비물 : 앞치마, 물티슈

1차 (9/6~9/27), 2차 (10/18~11/1)

3차 (11/8~11/29)

월요 블루키즈 팡팡 유아체육 
옥태훈 (블루키즈 팡팡 소속 강사)

월) 16:30~17:10 (4~6세)

월) 17:20~18:00 (5~7세) 

3개월 75,000원 (10회) / 교구사용료 10,000원

성장기 아이들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유아체육 프로그램입니다.

 퍼포먼스 미술
ART & FUN (아트앤펀)
이지현 (ART & FUN 소속 강사)

토) 10:40~11:20 (5~7세)

3개월 110,000원 / 재료비 40,000원

준비물 : 여벌옷 또는 미술가운, 물티슈

친환경적인 재료들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신체적, 지적 발달을 돕습니다. 

9월
가을 향기 / 미국의 할로윈 축제
꼬불꼬불 개미 나라 / 묵이랑 두부랑

10월
별들의 우주전쟁 / 잘 풀리는 오색 휴지
콩닥콩닥 콩이야 / 노을빛깔 단풍

11월
나는야 꼬마 요리사 / 날씬한 국수씨
쿵쾅! 공룡 세상 / 꼬마 화가 잭슨 폴락

인문학과 함께하는 종이접기
서현희 (종이접기 전문강사)

토) 10:50~11:40 (8~11세)

토) 11:50~12:40 (5~7세)

3개월 70,000원 / 재료비 20,000원

준비물 : 스케치북, 가위, 풀, 색연필, 사인펜

창의력과 창조성, 새로운 사고의 확장을 돕는 종이접기 강좌입니다.

9월 수련 / 추석 송편 / 가을 들판 / 독도

10월 단풍과 은행잎 / 벌레잡이 식물 / 만파식적 / 코끼리

11월 코끼리 / 코스모스 / 정조와 정약용 / 북극곰

K-POP! 인기가요 방송 댄스
이혜진 (전국 실용댄스 최우수상 수상)

월) 16:00~16:50 (5~7세)

월) 17:00~17:50 (초등)

3개월 58,400원 (10회) / 준비물 : 실내용 운동화

친구들과 신나고 즐겁게 최신 아이돌 인기가요의 안무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성장판 자극 키가 쑥쑥!
바른 자세 키즈 요가&필라테스 
서상희 (필라테스 전문강사)

월) 18:00~18:50 (5세~초등)

3개월 58,400원 (10회) / 준비물 : 편한 복장

키즈 요가는 아이들의 키 성장과 신체 감각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토요 블루키즈 팡팡 유아체육
이정호 (블루키즈 유아체육교육원 강사)

토) 11:30~12:10 (5~7세)

3개월 90,000원 / 교구사용료 10,000원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신체발달 촉진 체육교육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음악 줄넘기와 스포츠 교실
이정호 (유아체육 전문 강사)

토) 12:20~13:00 (7~9세)

3개월 90,000원 / 교구사용료 10,000원

※ 구슬 줄넘기 5,000원 (선택 구매)

준비물 : 편한 복장, 실내용 운동화

다양한 줄넘기 기법을 배우며, 전신운동과 연속운동으로

키 성장은 물론 폐와 심장기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창작과 표현미술 아카데미
이순진 (아동미술 전임 강사)

토) 12:30~13:10 (7~9세)

토) 13:20~14:00 (5~7세)

3개월 80,000원 / 재료비 15,000원

준비물 : 5절 스케치북, 크레파스, 파렛트, 

휴지, 수채물감, 화홍 둥근 붓, 앞치마 

다양한 재료와 동기유발로 풍부한 감성과 사고력을 길러주며,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미술 수업입니다. 

퍼포먼스 미술 아트키움
주다원 (아트키움 소속 강사)

화) 16:30~17:10 (4~6세)

화) 17:20~18:00 (5~7세)

3개월 110,000원 / 재료비 45,000원

준비물 : 여벌옷 또는 미술가운, 물티슈

예술감각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오색오감 미술 프로그램입니다.

짤랑짤랑 키즈 성장 밸리댄스
강지은 (라크슈미 밸리댄스학원 강사)

화) 16:40~17:20 (6세 이상)

3개월 70,000원

준비물 : 밸리복, 힙스카프

밸리댄스는 유연성과 함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쉽고 빠른 수의 이해, 암산왕 주산교실
김소영 (암산왕 주산교실 전문 강사)

토) 13:10~14:00 (6~7세)

토) 14:10~15:00 (7세~초등)

3개월 80,000원 / 교재비 10,000원

준비물 : 필기도구, 주판

※ 첫 시간 주판 구매 가능 

빠르고 정확한 암산으로 수에 대한 감각과 자신감을 

깨워주고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대비 미술 아카데미
이순진 (아동미술 전임 강사)

토) 14:10~15:30 (초등고)

3개월 90,000원 / 재료비 15,000원

준비물 : 5절 스케치북, 신한수채물감,

휴지, 화홍 둥근 붓, 앞치마 

뎃생과 수채화부터 기본 표현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주며, 응용미술, 포스터, 디자인, 조형미술, 공예 등

다양한 미술 표현기법을 배우는 미술수업입니다.

최신 유행 K-POP 방송 댄스
이혜진 (전국 실용댄스 최우수상 수상)

토) 14:20~15:10 (5~7세)

토) 15:20~16:10 (초등)

3개월 70,000원

준비물 : 실내용 운동화

짤랑짤랑 키즈 밸리댄스 
강지은 (라크슈미 밸리댄스학원 강사)

토) 14:30~15:10 (5~6세)

토) 15:20~16:00 (7세 이상)

3개월 70,000원

준비물 : 밸리복, 힙스카프

전통 발레의 기준,
키즈 포인트 발레
유은혜 (무용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중)

목) 16:00~16:50 (6~7세)

목) 17:00~17:50 (초등저)

3개월 80,000원 

준비물 : 발레복, 발레슈즈, 타이즈

클래식 발레 수업을 통해 어린이 정서의 예술성과

협동심을 키워주고, 다양한 발레 동작과 클래식 발레음악을

통해 유연성 향상과 리듬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9월 매트 스트레칭 발레 / 발레포지션 근력운동

10월 근력 운동 / Bar 운동

11월 Centre 운동 / Grand jumps 운동

 트윈클 영어 발레 댄스 
안지현 (트윈클 발레 소속 강사)

수) 16:50~17:40 (4~5세)

3개월 90,000원 / 교재비 20,000원

준비물 : 발레복, 발레슈즈, 타이즈

 트윈클 영어 발레 
안지현 (트윈클 발레 소속 강사)

수) 17:50~18:40 (6~7세)

3개월 90,000원 / 교재비 20,000원

준비물 : 발레복, 발레슈즈, 타이즈

영어 음악에 맞춰 발레를 배우며 영어와 친숙해지고, 다양한

발레동작을 배워 건강한 신체발달과 유연성을 도모합니다. 

 체계적인 놀이 중심!
이화 YSM 체형교정 발레
김영아 (이화YSM발레 소속 강사)

토) 10:40~11:20 (6~7세)

토) 11:30~12:10 (4~5세)

토) 13:10~13:50 (6~8세)

3개월 90,000원 / 재료비 30,000원

준비물 : 발레복, 발레슈즈, 타이즈

※ 첫 시간 발레복 주문 가능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두뇌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점을 자극시켜 발육발달을 도와주는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발레의 가장 중요한 코어 운동을 통해 바른자세를 만들고,

발레 동작을 연결해서 아름다운 동작을 완성해 보아요!

     로봇과 코딩을 배우며 미래를 꿈꾸는 공학도     
로보티즈 올로 'All+Robot'
김성태 (명지로보티즈로봇코딩학원 부원장, 로못코딩 강사 1급 자격 취득)

토) 10:40~11:20 (5~7세)

3개월 100,000원 / 교구 대여비 60,000원

로봇 조립을 통해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력과

공간 지각력,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
씽씽~달려요! / 신나는 블록 우리집 
로봇 청소기의 움직임 / 사랑해, 바둑아!

10월
달팽이 창작 / 소방차 놀이
올로 경찰차 / 시소의 작동 원리

11월
바닷속 상어 / 갯벌의 꽃게
물놀이 모형 / 비를 막아주는 우산

로보티즈 '스마트로봇+코딩'
김성태 (명지로보티즈로봇코딩학원 부원장, 로못코딩 강사 1급 자격 취득)

토) 11:30~12:20 (7~9세)

3개월 100,000원 / 교구 대여비 60,000원

선생님과 함께 직접 로봇을 조립하고, 

움직이는 원리를 코딩으로 즐겁게 배워 봅니다.

9월 드림을 시작해요! / 손으로 불을 켜요!

10월 도는 것과 미는 것 / 빠르기를 바꿀 수 있어요!

11월 무게 중심이 뭐죠? / 점~프! 점~프!

9



천상의 소리, 오카리나 

이영미 (오카리나 전문 강사) 

월) 18:00~18:50 3개월 66,700원 (10회)

취미의 새로운 발견, 
가을 감성 솜솜한 손뜨개
김미주 (솜솜한 손뜨개 공방 운영)

월) 14:20~15:40

월) 20:00~21:00

3개월 58,400원 (10회) / 재료비 80,000원

※ 바늘 별도 구매시 10,000원

※ 수업 이외의 동영상 별도 제공

라벨라의 향기 연구소
이단비 (La Vela 공방 운영)

수) 11:10~12:30

6주 40,000원 / 재료비 80,000원

1차 (9/1~10/13), 2차 (10/20~11/24)

가을에 어울리는 다양한 향기템들을 배워 봅니다. 

1차
하리보 천연 비누 / 플라워 왁스 타블렛 / 할로윈 MP 비누
시나몬 캔들 & 가랜드 / 실내용 디퓨저 / 비즈왁스 캔들

2차
라벤더 MP 비누 / 캠핑 캔들 / 쿠키커터 버블바
드로잉 실내 디퓨저 / 과일, 채소 캔들 / 바디 스크럽 

굿모닝 플라워 레슨 
정혜린 (플링 플라워 대표)

수) 10:40~12:10

6회 35,000원 / 재료비 별도

준비물 : 꽃가위, 종이가방

1차 (9/1~10/13), 2차 (10/20~11/24)

유니크 가족공예 스튜디오
김현주 (스튜디오 네모 가죽공방 운영)

수) 15:00~16:50

3개월 80,000원 / 재료비 별도

첫 시간 준비물 : 칼(大), 필기도구

홈데코 인테리어, 오운 라탄 공예
오은진 (라탄공예 전문강사)

수) 18:00~19:20

6주 40,000원 / 재료비 120,000원

1차 (9/1~10/13), 2차 (10/20~11/24)

1:1 개인레슨 30분 피아노

서예빈 (라벨음악학원 원장)

월) 10:30~11:00 / 월) 11:00~11:30

월) 11:30~12:00 / 월) 12:00~12:30

월) 12:30~13:00

3개월 125,000원 (10회)

김경림 (피아노 전문 강사)

수) 17:30~18:00 / 수) 18:00~18:30

수) 18:30~19:00 / 수) 19:00~19:30

수) 19:30~20:00 / 수) 20:00~20:30

수) 20:30~21:00 / 수) 21:00~21:30

3개월 150,000원

풍성한 울림, 배우기 쉬운 하모니카

심나영 (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다수 출강)

월) 12:10~13:00 (중급)

월) 13:10~14:00 (초급)

3개월 83,400원 (10회) / 교재비 10,000원

※ 대면수업 진행 어려울 시, ZOOM 수업 진행

엄지 피아노 칼림바

서예빈 (칼림바 음악지도사 1급 자격 취득)

월) 19:00~19:50 

금) 10:40~11:30 

3개월 83,400원 (월, 10회) / 100,000원 (금)

교재비 8,000원

이동재의 맛있는 노래 교실

화) 13:40~14:50 

3개월 50,000원 / 교재비 5,000원 

스타강사 이동재

- 부산 MBC '오후만세 이동재의 추라이'  월요 라이브 진행

- 부산 TBN 교통방송 '차차차 금요 원포인트 노래교실' 진행 

- (사) 한국 가요강사협회 부회장

경쾌한 선율! 우쿨렐레 

장아름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출강)

화) 09:40~10:30 (중급)

화) 10:40~11:30 (초급)

3개월 80,000원

※ 악기 대여 가능 3개월 15,000원

이지영 (우쿨렐레 전문 강사)

화) 19:00~19:50 (중급)

화) 20:00~20:50 (초급)

3개월 80,000원

※ 악기 대여 가능 3개월 15,000원

우쿨렐레 코드와 리듬을 익혀 연주 및 합주를 해봅니다.

중저음의 멋진 음색 클라리넷

이난경 (음악학과 클라리넷 전공 석사)

월) 19:20~20:10

3개월 83,400원 (10회) / 교재비 10,000원

중저음의 매력을 가진 클라리넷 연주법을

배워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해 봅니다. 

수요 명품 바이올린

오은솔 (바이올린 레슨 전문 강사)

수) 19:00~19:50

수) 20:00~20:50

3개월 90,000원 

준비물 : 시노자키 바이올린 교본

아날로그 감성충만! 기타 교실

서인철 (부산 실용악기 연주 회장)

목) 15:30~16:20

3개월 82,500원 (11회) ※ 선착순 악기 무료 대여

김성찬 (기타 전문강사)

목) 19:00~19:50

목) 20:00~20:50

3개월 90,000원 ※ 통기타와 클래식 기타 中 선택

김미경의 수준별 1:1 플룻 레슨 

목) 18:00~18:15 / 목) 18:15~18:30

목) 18:30~18:45 / 목) 18:45~19:00

목) 19:00~19:15 / 목) 19:15~19:30

목) 19:30~19:45 / 목) 19:45~20:00

3개월 150,000원

아름다운 선율 첼로

권슬기 (오케스트라 첼로 트레이너)

금) 18:00~19:00

금) 19:00~20:00

금) 20:00~21:00

3개월 120,000원 ※ 악기 대여 가능 3개월 30,000원

손끝에서 피어나는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속성반
손양순 (달콤 떡베이킹 대표)

수) 19:30~20:50

4주 20,000원 / 재료비 100,000원

※ 도구 대여비 10,000원 별도

1차 (9/1~9/29), 2차 (10/6~10/27)

3차 (11/3~11/24)

손으로 엮은 아름다움,
모던 마크라메
오은진 (마크라메 전문 강사)

수) 19:30~20:50

6주 40,000원 / 재료비 90,000원

1차 (9/1~10/13), 2차 (10/20~11/24)

트렌디하고 특별한 디자인 캔들
이단비 (La Vela 공방 운영)

금) 14:20~16:20

6주 40,000원 

재료비 60,000원 (1차) / 65,000원 (2차)

1차 (9/3~10/8), 2차 (10/15~11/19)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 캔들 소품을 만듭니다.

1차
기본 컨테이너 캔들 / 캠핑 캔들 / 과일, 채소 캔들 
맥주 캔들 / 드로잉 디퓨저 / 할로윈 석고방향제

2차
기본 컨테이너 캔들 / 시나몬 캔들 / 마카롱 캔들
김밥 캔들 / 칵테일 캔들 / 차량용 석고방향제 컬러링

하루의 위로와 힐링,
이브닝 플라워 레슨
정혜린 (플링 플라워 대표)

금) 19:20~20:50

6주 35,000원 / 재료비 별도

준비물 : 꽃가위, 종이가방

1차 (9/3~10/8), 2차 (10/15~11/19)

녹화영상 감성캠핑 필수품! 
라탄 가랜드 조명
강의일정 : 9/9(목)~9/12(일)

1회 30,000원 (재료비 포함) 

녹화영상 마크라메 시나몬 월행잉
강의일정 : 10/7(목)~10/10(일) 

1회 20,000원 (재료비 포함) 

ZOOM  향이 오래가는
프리저브드 플라워 왁스타블렛
9/28(화) 19:30~20:30 

10/23(토) 13:00~14:00 

1회 25,000원 (재료비 포함)

ONLINE 집콕 문센 라이프

  슬기로운 어른들의 취미 생활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 뮤직 스튜디오 •대상 : 초등~성인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악기

숨겨진 흥을 깨우는 스타강사 노래교실

ZOOM  실시간 양방향 화상 수업 
녹화영상 원하시는 시간에 자유롭게 반복 수강 가능

•개강전 수업 접속정보 안내 문자 발송 

•재료키트 택배 발송

•취소 및 환불은 개강 5일전까지 가능

모든 악기 수업은 1:1 레슨 형태로,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왕초보부터 중, 고급까지

개인의 수준과 진도에 맞춰 수업이 진행 됩니다.

당신의 삶에 활력을 실어줄 1인 1악기 배워 보세요!

순수하게 은은한, 은공예 
김미현 (가은공방 운영) 

화) 15:00~16:20 

6주 40,000원 / 재료비 별도  

1차 (9/7~10/19), 2차 (10/26~11/30) 　

여유로운 낮시간의 감성플라워  
이미은 (꽃담 플라워샵 운영)

목) 14:50~15:50 

4주 30,000원 / 재료비 별도

1차 (9/2~9/23), 2차 (10/7~10/28)

3차 (11/4~11/25) 

라  이  프
스  타  일

클  래  스  

Adult 

알찬 하루 속에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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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폭의 그림같은 감성충전 낭 만 화 실 

쾌통분만 임산부 요가
한명숙 (임산부 요가 전문강사)

화) 12:00~13:00

1차 (9/7~10/19), 2차 (10/26~11/30)

목) 12:00~13:00

1차 (9/2~10/7), 2차 (10/14~11/18)

6주 40,000원 / 준비물 : 편한 복장

※ 임신 16주 이상 수강 가능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강좌입니다.

지니쌤의 붓펜 캘리그라피
김민진 (지니 작업실 대표)

월) 10:40~11:50 

월) 14:00~15:10

3개월 66,700원 (10회) / 교재비 10,000원

준비물 : 쿠레타케 붓펜 22호, 연습장

한 글자부터 시작해 긴 문장까지 차근차근 배워보는 정통

캘리그라피 수업으로, 전학기 조기마감 1위 강좌입니다. 

POP 광고 예쁜 글씨
김민진 (지니 작업실 대표)

월) 12:40~13:50

3개월 75,000원 (10회) / 교재비 5,000원

준비물 : 포스터물감 12색, 물통, 팔레트, 스케치북,

화홍구성붓 5본조(948), 화홍세필붓 5본조(320)

광고 디자인에 응용되는 예쁜 손글씨를 

습득하여 환경미화, 매장 디자인 꾸미기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감성 캘리그라피 
양정희 (캘리그라피 2급, POP 손글씨 1급 자격 취득)

월) 19:00~20:10

3개월 66,700원 (10회) / 재료비 20,000원

준비물 : 쿠레타케 붓펜 22호, 연습장

바쁜 일상 속 붓글씨를 통해 여유를 느끼는

직장인 힐링 취미 클래스입니다. 

감성 수채화 화실
정정윤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정회원)

화) 10:30~11:50

화) 12:00~13:20

화) 19:30~20:50

3개월 100,000원 / 교재비 30,000원

준비물 : 8절 스케치북, 신한 24색 수채화 물감,

화홍 둥근붓 1세트, 평붓 4호, 사선붓 4호, 팔레트

화려한 색감, 현대민화
이순진 (미술전람회 공모전 특선)

목) 16:10~17:30

목) 19:30~20:50

3개월 100,000원 / 교재비 별도

준비물 : 키친타올, 토시, 앞치마

※ 첫 시간 준비물 무료 대여

한국화 물감과 분체를 사용하여 전통채색기법으로

민화를 그림작품 또는 다양한 소품으로 쉽게 배워 봅니다. 

낭만 뎃생 & 수채화
이순진 (미술전람회 공모전 특선)

목) 18:00~19:20

3개월 100,000원 / 교재비 6,000원

준비물 : 그리기 도구, 휴지, 앞치마

뎃생&수채화의 명암, 선긋기, 물조절 등 기초부터

기본 표현력을 길러주며, 정물과 풍경 등을 그려 봅니다. 

나만의 이야기, 여행 스케치 드로잉
박주영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 작가)

금) 12:50~14:10

3개월 100,000원 / 교재비 30,000원

준비물 : 수채 스케치북, 연필, 지우개, 네임펜 

밖에서 그리기 어려운 어반 스케치를 실내에서 누구나 쉽게

기본적인 테크닉 이론과 다양한 그림 모작을 통해 드로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의적인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을 찾아봅니다.

감성터치 일러스트 손그림
박주영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 작가)

금) 12:50~14:10

3개월 100,000원 / 교재비 30,000원

준비물 : A4 스케치북, 색연필 또는 마카, 네임펜

식물 정밀화 보타니컬 아트
박주영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 작가)

금) 14:20~15:40

3개월 100,000원 / 교재비 30,000원

준비물 : 8절 스케치북, 2B 연필, 미술용 지우개

기초 소묘 & 유화
정정윤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정회원)

금) 10:40~12:10

3개월 100,000원

준비물 : 5절 스케치북, 4B 연필, 미술용 지우개

감성 태교 마크라메
오은진 (마크라메 전문강사)

수) 14:50~16:10

6주 60,000원 / 재료비 90,000원

1차 (9/1~10/13), 2차 (10/20~11/24)

1차
베이비 치발기 / 드림캐쳐 / 티코스터 
베이비 이니셜 월행잉 / 베이비 흑백모빌Ⅰ / 흑백모빌Ⅱ

2차
쪽쪽이 클립 / 플라워 행잉 / 베이비 포토 행잉 
베이비 수유등 / 베이비 무지개 월행잉 / 베이비 띠별 월행잉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맛있는 중국어 교실
김송자 (중국어 회화 전문강사)

목) 09:30~10:30 (왕초보/신규)

목) 10:40~11:40 (중급)

목) 11:50~12:50 (초급)

3개월 80,000원

※ 수업 2주차부터 교재 준비

원어민 강사의 정확한 성조, 명쾌한 발음!

강사님만의 노하우로 중국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코칭하는 강좌입니다. 

 스크린 영어회화
이단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목) 20:00~20:50 (초급)

3개월 90,000원 / 교재비 15,000원

 일본어 달빛 아카데미
니시오  유키코 (원어민 강사, 전문 강의경력 16년)

금) 18:00~18:50 (왕초보/신규)

금) 19:00~19:50 (초급)

금) 20:00~20:50 (중고급)

3개월 80,000원 ※ 수업 2주차부터 교재 준비

 HELLO! 영어회화
아이 캔 스피크 영어
오현진 (에릭칼아트잉글리쉬 수석강사)

금) 9:30~10:30 (초보 A) 
금) 10:40~11:40 (초보 B)

금) 11:50~12:50 (왕초보)

3개월 90,000원 / 교재비 15,000원

※ 데스크에서 교재 확인 가능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문법에서 회화까지

기초부터 탄탄하고 재미있게 구성된 강좌입니다.

  나를 위한 자기계발, 말문이 트이는 외국어 회화 

미리 준비하는 엄마수업, 프리맘(Pre-Mom) 클래스 

이미지 제공 : 소묘&유화 박현숙 회원 습작

이미지 제공 : 소묘&유화 이효숙 회원 습작

이미지 제공 : 현대민화 이순진 강사

이미지 제공 : 낭만 뎃생&수채화 이순진 강사

이미지 제공 : 일러스트 박주영 강사

이미지 제공 : 여행 스케치 박주영 강사

이미지 제공 : 보타니컬 박주영 강사

이미지 제공 : 캘리그라피 김민진 강사

이미지 제공 : POP손글씨 김민진 강사

이미지 제공 : 감성 수채화 홍정희 회원 작품

책놀이 지도사 자격증 준비반
강혜영 (책놀이 지도사 1급 전문강사)

월) 10:20~12:00

3개월 120,000원 (10회) / 재료비 30,000원

※ 검정 응시료 별도 (3급 60,000원, 2급 70,000원)

자  격  명

자격종류

발급기관

취득기간  

책놀이 지도사 (instructor of bookplay)

등록 민간자격 (2019-000525)

사단법인 한국책놀이지도사협회

3급 3개월 / 3급 수료 후 2급 응시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파워 스피치
유미연 (스피치 전문강사, 前여수문화MBC아나운서)

화) 12:00~13:00 3개월 150,000원

발성 및 발음 훈련을 기초로, 말하기 스킬을 향상 시킵니다. 

기초탄탄 부동산 실전 경매
지정목 (동의대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 13:10~14:30

3개월 120,000원 ※ 첫 시간 교재 별도 안내

경매 지식과 실시간 경매 등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손해보지 않는 진정한 재테크의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달콤한 향기 솔솔! 
홈베이킹 2급 자격증 준비반
손서연 (평생직업개발원 베이킹 강사)

화) 14:00~16:00

8주 60,000원 / 재료비 180,000원

준비물 : 개인 행주, 앞치마

※ 검정응시료 55,000원 별도

자  격  명

자격종류

발급기관

취득기간  

홈베이킹

등록 민간자격 (2015-002971)

평생직업개발원

2급 3개월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준비반
손서연 (평생직업개발원 바리스타)

목) 10:20~12:20 

8주 60,000원 / 재료비 200,000원

준비물 : 개인 행주, 앞치마 ※ 검정 응시료 55,000원 별도

자  격  명

자격종류

발급기관

취득기간  

커피바리스타

등록 민간자격 (2015-002973)

평생직업개발원

2급 3개월

나만의 홈카페, 손으로 내리는 
핸드드립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준비반
손서연 (평생직업개발원 바리스타)

목) 12:30~14:30

8주 60,000원 / 재료비 180,000원

준비물 : 개인 행주, 텀블러, 앞치마

※ 검정 응시료 55,000원 별도

자  격  명

자격종류

발급기관

취득기간  

홈바리스타 

등록 민간자격 (2015-002972)

평생직업개발원

2급 3개월

  내 인생의 시즌 Ⅱ 지금부터 준비하라! 교양·자격증 준비반 

건강한 우리를 위한,
부부 오감 태교 요가
8/22(일) 13:20~14:10  

9/12(일) 13:20~14:10

10/17(일) 13:20~14:10

1회 20,000원 (2인) 

준비물 : 편한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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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의 밸런스, 힐링요가

굿모닝 톡톡 디톡스 요가
최서향 (국제타우이스트 정회원 강사)

월, 금) 10:40~11:30

3개월 128,400원 119,200원 (주 2회)

3개월 58,400원 (월, 10회) / 70,000원 (금)

이브닝 힐링 건강 요가
권해경 (요가 전문강사)

월, 목) 20:00~21:00

3개월 128,400원 119,200원 (주 2회)

3개월 58,400원 (월, 10회) / 70,000원 (목)

긴장된 몸을 유연하게 이완시키는 건강한 요가 수업입니다.

감성 라탄 미니 전등갓
8/25(수) 10:40~12:00 

1회 5,000원 / 재료비 25,000원

스페셜티로 내리는 최고의 한잔
8/26(목) 10:30~12:00

수강료 무료

새콤달콤 유자 히비커스 에이드
8/26(목) 13:00~14:00

1회 5,000원 / 재료비 3,000원

나만의 드로잉 디퓨저
8/31(화) 19:00~20:00

1회 5,000원 / 재료비 15,000원

큐빅 콕콕 실버 반지
9/7(화) 19:00~20:00

1회 5,000원 / 재료비 25,000원

향기로운 감성 캠핑 캔들
9/14(화) 19:00~20:00

1회 5,000원 / 재료비 15,000원

파워 피트니스 요가
한명숙 (부산시 요가협회 교육부장)

화, 목) 10:50~11:50

3개월 140,000원 130,000원 (주 2회)

3개월 70,000원 (주 1회)

직장인 바디 밸런스 요가
이진희 (요가 전문강사)

화, 금) 19:00~19:50

화, 금) 20:00~20:50

3개월 140,000원 130,000원 (주 2회)

3개월 70,000원 (주 1회)

손뜨개 쁘띠 목도리
9/27(월) 16:00~17:30

1회 5,000원 / 재료비 19,000원

유니크한 수제 가죽 카드지갑
9/29(수) 13:00~14:40

1회 5,000원 / 재료비 25,000원

디자인 각인 실버 반지
10/5(화) 19:00~20:30

1회 5,000원 / 재료비 25,000원

피크닉에 어울리는 라탄 텀블러 케이스
10/12(화) 19:00~20:20

1회 5,000원 / 재료비 25,000원

가을분위기 가득한 마크라메 월행잉
10/27(수) 12:20~14:00

1회 5,000원 / 재료비 20,000원

마크라메 드림캐쳐
11/1(월) 15:30~16:50

1회 5,000원 / 재료비 20,000원

군살타파! 근력강화 필라테스·그룹 PT

바디아트 필라테스
서상희 (필라테스 전문강사)

월, 수) 19:00~19:50

월, 수) 20:00~20:50

3개월 146,700원 137,500원 (주 2회)

3개월 66,700원 (월, 10회) / 80,000원 (수)

준비물 : 케어링

※ 강사님께 구매 가능 (20,000원)

한낮의 소도구 필라테스
김호정 (요가 전문강사)

월, 수) 13:10~14:00

3개월 146,700원 137,500원 (주 2회)

3개월 66,700원 (월, 10회) / 80,000원 (수)

※ 폼롤러 & 써클링 무료 대여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아 몸의 중심에서부터 근육을 강화시키고

반복된 운동과 연속동작으로 균형잡힌 바디, 탄력적인 몸매를 만듭니다.

코어·전신 근력강화, 
바디라인을 바꾸는 그룹 PT
이혜진 (근력 피트니스 전문강사)

목) 18:00~18:50

3개월 70,000원 

준비물 : 편한복장, 실내용 운동화

뼈와 관절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코어 운동으로

틀어진 체형을 잡아주고, 근력을 길러 줍니다.

탄생석 이니셜 실버 팔찌
8/10(화) 19:00~20:30 

1회 5,000원 / 재료비 25,000원

가을모기 잡는 매력적인 시나몬 캔들
8/17(화) 19:00~20:00

1회 5,000원 / 재료비 13,000원

아름다운 라인, 발레·무용 HOT&ON 다이어트 유산소 댄스클럽

최신유행 방송댄스
이혜진 (실용댄스 전문강사)

월) 18:00~18:50

월) 19:00~19:50

목) 19:00~19:50

3개월 58,400원 (월) / 70,000원 (목)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5060 라인댄스 초급반
이윤선 (라인, 실버댄스 1급 전문강사)

수) 10:50~11:40 

3개월 70,000원 / 준비물 : 실내용 운동화

이화 YSM 발레 피트니스
김영아 (이화YSM발레 소속강사)

월, 금) 11:50~13:00

3개월 220,000원 211,000원 (주 2회)

3개월 100,000원 (월, 10회) / 120,000원 (금)

준비물 : 발레슈즈 ※ 첫 시간 구매 가능

발레와 필라테스가 결합된 피트니스 운동입니다.

아름다운 선, 한국무용
이승아 (한국무용 전문강사)

월, 수) 14:20~15:10

3개월 128,400원 119,200원 (주 2회)

3개월 58,400원 (월, 10회) / 70,000원 (수)

준비물 : 덧버선 혹은 흰버선

이화 YSM 체형교정 스트레칭
김영아 (이화YSM발레 소속강사)

목) 20:00~20:50

3개월 110,000원 

준비물 : 발레슈즈 ※ 첫 시간 구매 가능

골반근육 강화 밸리댄스
최정임 (라크슈미 밸리댄스 전문강사)

목) 18:00~18:50 (초급)

화, 목) 19:00~19:50 (중급)

3개월 140,000원 130,000원 (주 2회)

3개월 70,000원 (주 1회)

준비물 : 밸리복, 힙스카프

신나는 라인댄스 중급반
배순주 (라인댄스 1급 전문강사)

수) 11:50~12:40

3개월 70,000원 / 준비물 : 실내용 운동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줄을 지어 추는 라인댄스로, 

1시간 동안 1만보를 걷는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최신유행 걸스 어반힙합
양선영 (걸스힙합 전문강사)

토) 16:30~17:20

3개월 70,000원

준비물 : 편한복장, 실내용 운동화

마크라메 베이비 수유등
8/18(수) 12:20~14:00

1회 5,000원 / 재료비 15,000원

손뜨개 쁘띠 아기 목도리
9/27(월) 16:00~17:30 

1회 5,000원 / 재료비 12,000원

베이비 치발기 스트랩
10/20(수) 12:20~14:00

1회 5,000원 / 재료비 15,000원

행복한 기다림, 임산부 클래스

가을 화병 꽃꽂이
8/22(일) 11:00~12:00

1회 23,000원 (재료비 포함)

네추럴 핸드타이드 플라워
9/5(일) 14:00~15:00

1회 22,000원 (재료비 포함)

가든스타일 꽃바구니
10/24(일) 11:00~12:00

1회 23,000원 (재료비 포함)

달콤한 초코가 듬뿍! 초코 머핀
8/24(화) 14:00~15:30

1회 5,000원 / 재료비 5,000원

상큼한 레몬딜버터와 스콘
8/27(금) 19:00~20:30

1회 20,000원 (재료비 포함)

쫀득 달콤 가을 고구마빵
10/6(수) 12:40~14:10

1회 20,000원 (재료비 포함)

하루에 한시간으로 활력있게 건강클럽

도심속 비밀정원, 감성 플라워 달콤한 베이킹 아뜰리에

가을에 감성과 여유를 더하는 시간

1DAY 클래스

•공통준비물 : 실내용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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