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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몰링 문화센터 겨울학기 수강신청

신청기간 

강좌기간

방문접수

              

장      소 

문      의 

인터넷 접수

10. 27(목) 10:00~강좌별 선착순 마감

12. 1(목)-2.28(화)

월~토 │10:00-18:30  

※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아트몰링 부산본점 10층 문화센터

051) 999-7160~1

http://culture.artmalling.com

16Fㆍ피자몰 주말 10% 할인

16Fㆍ잼팍 어드벤쳐 키즈카페 2시간 이용시 30분 추가 / 4시간 이용시 1시 추가
※ 수강증 1인에 1명 추가 시간 연장

14Fㆍ카페베네 전품목 15% 할인 14Fㆍ어밤부 전품목 10% 할인

문화동 7FㆍCGV 2천원 할인(동반 1인까지)
※ 조조 외 카드 중복 행사 제외

모바일 접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지급기간

Gift 1.

Gift 2.

10. 27(목)~ 소진 시

정규강좌 2개 이상 신청시 아트몰링 상품권 1만원권 1매 증정 (선착순 50명)   ※ 취소시 사은품 반납 必

정규강좌 수강증 지참시 아래 해당 브랜드샵 할인

할인기간   11. 1(화)-2. 28(화)

사용방법   10층 문화센터 데스크에서 지류 수강증 발급 ▷ 매장 이용시 수강증 제시

                - 정규 강좌 수강시 할인가능 / 동일품목 중복할인 불가, 일부 브랜드 일정 상이

참여브랜드

아트몰링 문화센터 회원규정

지원대상

지원서류

지원방법

수강신청 ㆍ강의 진행시 필요한 개인정보는 입회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ㆍ만 14세 미만의 자녀는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가족회원'으로 등록하셔야합니다.[ 마이페이지→가족회원등록→가족 정보 입력]

               ㆍ온라인 수강신청하신 강좌만 온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ㆍ강의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 유지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은 수강제한, 수강 취소 

                  또는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ㆍ수업참여시 본인 부주의로 인한 상해 및 파손 사고 책임은 해당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수강등록(결제)을 완료한 강좌에 한해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같은 강좌라도 미등록 강좌의 임의 수강은 불가합니다.

               ㆍ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업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개강 이후에는 환불 되지 않으며, 강사님께 납부 바랍니다.

취소변경 ㆍ강좌진행일 이후 취소시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하여 드립니다.

                  ※ 카드 분실시, 카드사에 결제 당시 카드 번호 및 유효년월 개별 확인 必

               ㆍ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강좌의 온라인 부분취소는 홈페이지

                   1:1 문의 또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유선상으로도 취소 가능합니다.

               ㆍ강좌별 개강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ㆍ강의의 변경 취소는 개강 1일전까지 가능하며, 연기 또는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Information 

2022년 겨울학기 강의 일정

평생교육 바우처 안내 아트몰링 문화센터 강사모집

ㆍ법정휴일에 정규강좌는 휴강이며, 강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1(토) -1.24(화) 설날은 휴강합니다.

개강일 12.5(월) 12.6(화) 12.7(수) 12.1(목) 12.2(금) 12.3(토)

종강일 2.27(월) 2.28(화) 2.22(수) 2.16(목) 2.17(금) 2.25(토)

휴강일 1.23 1.24 - - - 1.21

강의횟수 12 12 12 12 12 12

아트몰링 부산본점 문화센터 

X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ㆍ연간 1인당 35만원

ㆍ만 19세이상 성인

ㆍ연중 수시등록 가능

ㆍ접수 문의 051-999-7160~1

환불시기(1개월 기준) 환불내용

강좌의 1/3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강좌의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강좌의 1/2경과 후 환불 불가

다양한 분야의 우수 경력 강사

이력서 및 강의 계획서

홈페이지  http://culture.artmalling.com  

이메일  artmallingculture@naver.com

아트몰링 문화센터는 참신한 프로그램과 강의에 열정을

갖춘 전문 강사님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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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첼로 향상 연주회

Baby with mom 
영아 오감ㆍ신체ㆍ음악ㆍ미술

Adult MusicㆍArtㆍCraft 
음악ㆍ미술ㆍ공예

Kids Oneday Class 
유아 원데이

Digging Momentum 
전문가 과정

Kids Music 
유아 음악

Adult Language & culture 
교양ㆍ외국어

Adult Oneday Class 
원데이

Kids Development
유아 창의개발

Kids Drawing
유아 미술

Adult Body Design 
성인 건강

Adult Flower & Pre-Parent 
플라워 & 임산부

Kids knowledge 
유아 언어 논술

Kids GYM 
유아 신체 놀이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한 곳, 일상 속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아트몰링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당신의 하루하루를 즐거움으로 채워보세요.

52022 - winter - 

라이브로 만나는 감동
CELLO improvement concert 

권슬기   오케스트라 객원단원 역임, 첼로트레이너

서은주   2년이상 수강

우연서   4년이상 수강

박현영   3년이상 수강

최영은   3년이상 수강

ㆍ이문세 - 가로수 그늘아래 (권슬기 선생님 연주)

ㆍ꽃날 - 황진이 OST

ㆍ10월의 어느 멋진 날

ㆍ편지 - 김광진

ㆍA Whole New World - 알라딘 OST

ㆍ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 라이언킹 OST

ㆍ거위의 꿈 _ 인순이

ㆍJAZZ 캐논 변주곡 -파헬벨

ㆍ고향의 봄

익숙한 대중가요, 영화 속 명곡들을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다년간 연습한 회원님들이 재해석한 새로운 음악을 통해 

가족, 지인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일   정

장   소

11.5 (토) 13:30

아트몰링 아트 스트릿 1층

화) 19:00-20:00 (A), 20:00-21:00 (B)

금) 18:00-19:00 (A), 19:00-20:00 (B), 20:00-21:00(C)

수강료   120,000원

            ※ 개인악기 지참 / 악기 대여시 데스크 문의 必

권슬기   現 부산 오케스트라 객원단원 역임

              現 강서ㆍ가온누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첼로 트레이너

아트몰링 아트가든 X 첼로 콜라보 공연

로맨틱 선율, 첼로 클래스 

PERFORMING ARTIST

PROGRAM

이미지제공 우연서님

이미지제공 박현영님

이미지제공 최영은님

이미지제공 서은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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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지휘   |  권영옥

카톨릭음악학교 수료

한국합창심포지움 수료

서울세실리아여름성음악 수료

부산국제합창제 지휘자 아카데미 수료

문화예술사업유공표창장 수상

반주   |  강지원

아트몰링 문화센터 합창단 ART 하모니 모집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따라할 수 있는 난이도부터 깊이있는 음악

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행복한 만남, 발표회, 함께 나누는 합창의 기쁨! 서부산 최고의 

랜드마크 아트몰링에서 이제 여러분이 누릴 기쁨입니다.

대   상

일   정

수강료

권영옥

노래에 관심있는 성인 누구나

월) 18:20-19:50 (직장인반)

금) 14:30-16:00 (취미반)

120,000원 (반주비 포함)

미라클 합창단 지휘자

겨울학기 일정 안내

수강료

서예빈

수강료

교재명

오은솔

수강료

악기대여비

권슬기

수강료

김경림

수강료

김미경

월) 10:30 (A), 10:50 (B), 11:10 (C), 11:30 (D),

     11:50 (E), 12:10 (F), 12:30 (G) 

수) 19:00-19:50 (A)

수) 20:00-20:50 (B)

화) 19:00-20:00 (신규)

화) 20:00-21:00 (심화)

금) 18:00-19:00 (A)

금) 19:00-20:00 (B)

금) 20:00-21:00 (C)

수) 17:30 (A), 17:50 (B), 18:10 (C), 18:30 (D), 

     18:50 (E), 19:10 (F), 19:30 (G), 19:50 (H), 

      20:10 (I), 20:30 (J), 20:50 (K)

목) 17:30 (A), 17:45 (B), 18:00 (C), 18:15 (D), 

     18:30 (E), 18:45 (F), 19:00 (G), 19:15 (H),

     19:30 (I), 19:45 (J)

150,000원

동의대학원 뉴미디어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前 라벨음악원장

90,000원 / 교재비 별도

시노자키 바이올린 교본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실내악부분 수상

120,000원 

      30,000원 (3개월) 

※ 심화반은 기존 회원만 접수가능

※ 선착순 6명 악기대여

※ 수강생 전원 공연 참여 가능 (p.4 참고)

現베누스토청소년 오케스트라 첼로트레이너

150,000원

現 경희모던플래닛 출강

150,000원

플룻 전문강사

1:1 오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클래스
1:1 저녁 피아노

1:1 플룻

72022 - winter - 

MUSIC

스타가 사랑한 이경쌤의 노래교실

"부산에 계신 이경 선생님 사랑합니다"라며 선생님의 

대표곡인 '한잔의 인생'을 커버곡으로 불렀던' 유명가수의

스승님인 이경선생님의 노래교실은 매학기 인기강좌로

접수 마감이 빠릅니다. 

수강료

이영미

수강료

서인철

수강료

교재명

김원찬

수강료

악기대여비

이지문

수강료

악기대여비

장아름

수강료

악기대여비

이지영

월) 16:00-16:50

목) 15:30-16:20 (기존)

목) 16:30-17:20 (신규)

월) 13:10-14:00 (초급)

월) 14:10-15:00 (중급)

금) 19:00-19:50 (A)

금) 20:00-20:50 (B)

화) 9:40-10:30 (중급)

화) 10:40-11:30 (초급)

화) 19:00-19:50 (초급)

80,000원

오카리나 전문강사

90,000원 (11회)

現 무용실용악기연주회 회장, 마운틴 그래스밴드 담당

前 KBS '신나는 날, 즐거운 날' 음악 담당

90,000원 / 교재비 15,000원

하모니카 리더스 가요1

하모니카 지도사 자격 소지

90,000원

      30,000원 (3개월)

現 김해 뮤직스테이션 출강

80,000원 / 교재비 8,000원

      15,000원 (3개월)

우쿨프렌즈 앙상블 단장

80,000원 / 교재비 별도

      15,000원 (3개월)

우쿨렐레 지도사 자격 소지

오카리나

서인철의 통기타 교실

김원찬의 하모니카 교실

직장인 통기타

오전 우쿨렐레 직장인 우쿨렐레

대   상

일   정

수강료

교재비

이   경  

신나는 노래와 선생님의 입담으로 

스트레스 해소 하고 싶은 분

화) 13:40-14:50

45,900원 (11회)

5,000원

※ 1일 특강 수강시 5,000원 (상시 접수 가능)

가수 & 방송인

現 부산 MBC-R 오후만세, 월요 라이브 이경의 추라이

現 대한가수협회 부산지회 회장

대표곡 「한잔의 인생」, 「사랑은 언제나처럼」

겨울학기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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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따라 걷는 길ㆍ내 삶에 아트를 더하다

장소 | 문화센터 로비 10층

ART Gallery

서부산 예술의 시작

수강료

서진숙

수강료

양정희

수강료

김미경

수강료

서진숙

수강료

김현영

수강료

이순진

수강료

정정윤

월) 10:40-11:50 (A)

     14:00-15:10 (B)

월) 19:00-20:10

수) 19:00-20:10

월) 15:30-16:20

월) 12:40-13:50

금) 19:00-20:20

목) 18:00-19:20

화) 10:30-11:50 (A), 12:00-13:20 (B)

     19:30-20:50 (C)

90,000원 / 교재비 12,000원

가로공방 대표,      @garo.cali

90,000원 / 교재비 20,000원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 수상

90,000원 / 재료비 별도

김해미술협회 초대 작가

90,000원 / 교재비 12,000원

가로공방 대표 

100,000원 / 재료비 별도

한국보타니컬미술협회 사무차장 겸 강사 

100,000원 / 교재비 별도

※첫시간 재료비 3,000원

前미술학원장, 강의경력 10년이상

100,000원 / 교재비 30,000원

감성 수채화분과 사하지부장

마음치유 붓펜캘리그라피 

직장인 붓펜캘리그라피

김미경의 캘리그라피 new

POP 광고 예쁜글씨

퇴근 후 수채화 드로잉 new

낭만뎃생 & 수채화

감성 수채화 화실

이미지제공 이순진님

12/5(월)-12/18(일)

12/19(월)-1/1(일)

1/2(월)-1/15(일)

1/16(월)-1/29(일)

1/30(월)-2/12(일)

캘리그라피 회원전

서진숙 작가님의 캘리그라피 

감성수채화 화실 회원전

소묘 & 유화 회원전

현대민화 회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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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정정윤

수강료

이순진

수강료

박주영

수강료

박주영

수강료

김미경

수강료

김태원

금) 10:00-11:30 (A)

     11:40-13:10 (B)

목) 16:10-17:30

     19:30-20:50 (직장인반) 

수) 12:20-13:40

수) 13:50-15:00

월) 15:30-16:20

목) 17:00-18:30

100,000원 / 재료비 별도

한국 보테니컬 미술협회 

100,000원 / 재료비 별도

대한미술 전람회 공모전 봉황도 수상

100,000원 / 교재비 30,000원

前 부산대 미술전공, 미술치료사

100,000원 / 교재비 30,000원

前 부산대 미술전공, 미술치료사

90,000원 / 재료비 별도

※ 까렌다쉬 오일 파스넬 48색

김해 미술대전 디자인부분 수상

100,000원 / 교재비&재료비 상이

한국미술공예협회장

Ⅰ. 연필화 & 색연필화

     교재비 20,000원

Ⅱ. 팝아트 & 캐리커쳐

     교재비20,00원 / 재료비 50,000원

Ⅲ. 여행스케치

     교재비20,00원 / 재료비 40,000원

금요 기초소묘 & 유화

화려한 색감, 현대민화

감성터치 여행 스케치 드로잉

식물정밀화 보태니컬 아트

오일 파스텔

취미미술 클래스

이미지제공 김현영님

이미지제공 정정윤님

이미지제공 서진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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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Oneday Class

수강료 1회 5,000원

수강료

이현주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

수강료

김지안

수강료

김미현

수강료

김미현

수강료

하정은

수강료

문다영

수강료

하정은

수강료

문다영

월) 14:20-15:40 (기존)

월) 19:00-20:20 (직장인)

11/23(수) 19:00-20:20

11/30(수) 19:00-20:20

11/22(화) 18:30-19:50 

11/29(화) 18:30-19:50

2/28(화) 14:30-15:20

화) 14:30-15:30

화) 15:00-16:20

수) 15:30-17:20

금) 11:10-12:00 수) 19:00-20:20

금) 11:10-12:00 수) 19:00-20:20

64,200원 (11회) / 재료비 90,000원

행복한 하루 손뜨개 공방 대표
20,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20,000원

40,000원 (4회) / 재료비 80,000원

1차(12/6-12/27), 2차(1/3-1/31), 3차(2/7-2/28)

※ 1일특강 수강시 5,000원 /  재료비 20,000원

한국힐링아로마협회 아로마테라피스트

40,000원 (6회) / 재료비 별도 

1차(12/6-1/10), 2차(1/17-2/28)

※ 첫시간 준비물 안내

가은공방 대표

80,000원 / 재료비 별도

※ 첫시간 준비물 안내

가죽공예 전문강사

35,000원 (6회) / 재료비 90,000원

1차(12/2-1/6), 2차(1/13-2/17)

자수공예 지도사 2급 자격소지

40,000원 (6회) / 재료비 별도

1차(12/7-1/11), 2차(1/18-2/22)

마크라메 전문강사

35,000원 (6회) / 재료비 90,000원

1차(12/2-1/6), 2차(1/13-2/17)

손뜨개 인형강사 자격소지

40,000원 (6회) / 재료비 90,000원

1차(12/7-1/11), 2차(1/18-2/22)

등공예 협회 정회원

행복한 손뜨개

마크라메로 만든 크리스마스 리스

라탄 귤바구니

세상에서 하나뿐인 순은반지

카드 수납 가능한 지폐 지갑

나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알아차리는
감정치유의 마음테라피

아로마 오일로 만나는 감정테라피 new

일상을 빛나게 만드는 은공예 쥬얼리

유니크한 가죽공예

프랑스 자수 new

손으로 엮은 아름다움, 
서양매듭 모던 마크라메

정성가득 손뜨개 new 라탄으로 만드는 감성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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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ay Class 디깅 모멘텀ㆍ전문가 과정

수강료

검정응시료

손서연

수강료

검정응시료

손서연

목) 12:30-14:30     목) 10:20-12:20         

60,000원 (8회) / 재료비 160,000원 

      55,000원(지도사 포함)

평생직업 개발원 소속강사

60,000원 (8회) / 재료비 200,000원

      55,000원

평생직업 개발원 소속강사

핸드드립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자격정보|

자격명  커피바리스타

자격의 종류  등록 민간 자격

등록번호  제2015-002973호

자격발급기관  평생직업 개발원 

대표자  임용진

이메일  lyj2345@naver.com

자격취득비용  30만원 내외(교육비+검정료) 

환불규정  검정 3일전 100%, 2일전~시행일 전일 50%,

              검정당일 환불 불가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10, 2F

|자격정보|

자격명  커피바리스타

자격의 종류  등록 민간 자격

등록번호  제2015-002972호

자격발급기관  평생직업 개발원 

대표자  임용진

이메일  lyj2345@naver.com

자격취득비용  30만원 내외(교육비+검정료) 

환불규정  검정 3일전 100%, 2일전~시행일 전일 50%,

              검정당일 환불 불가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10, 2F

수강료

손서연

화) 14:00-16:00  

60,000원 (8회) / 재료비 140,000원 

평생직업 개발원 소속강사

티앤청 음료베리에이션

|자격정보|

자격명  티앤청 음료 베리에이션

자격의 종류  등록 민간 자격

등록번호  제2020-003852호

자격발급기관  한국커피평가원 주식회사

대표자  임용진

이메일  kcecffee20@gmail.com

자격취득비용  40만원 내외(교육비+검정료) 

환불규정  검정 3일전 100%, 2일전~시행일 전일 50%,

              검정당일 환불 불가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10, 2F

|강좌소개|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청과 티를 이용한 카페

음료 메뉴를 제작하는 기술을 배우는 자격증 강좌



12  - 2022 - winter

교양

진   행

준비물

서연우 디지털 튜터 1,2급 자격 소지

본인 명의 핸드폰

내 삶을 더 스마트하게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Ⅰ. 기초부터 차근차근, 스마트폰 활용하기

금) 13:30-14:20

수강료  60,000원 (6회)

1차(12/2-1/6), 2차(1/13-2/27)

ㆍ핸드폰설정, 스마트폰 간편조작방법, 카카오톡, 보이스톡

ㆍ추억의 인생샷으로 사진 기록하기, 이미지에 텍스트 작성

ㆍ키오스크 체험, 네이버 그린닷 200% 활용하기

ㆍ오늘 저녁 주문하고 내일 아침에 배송받기, 필수앱 다운

Ⅱ. 일상을 편집하고 기록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교실

금) 14:30-15:20

수강료  40,000원 (4회)

1차(12/2-12/23), 2차(12/30-1/20), 3차(1/27-2/17)

※ apcut, Beauty plus 애플리케이션 사용

ㆍ셀카, 동영상 App 다운로드, 사진으로 영상 만들기

ㆍ나만의 동영상 기획 & 편집 

ㆍ이미지에 텍스트 작성, 동영상 완성

Ⅲ. 왕초보도 할 수 있는 인스타 & 가상현실 제페토

금) 15:30-16:20

수강료  60,000원 (6회)

1차(12/2-1/6), 2차(1/13-2/27)

ㆍ요즘 사람들 다하는 인스타그램 가입, 친구추가하기

ㆍ인스타로 내 일상 업로드하기

ㆍ제페토에서 부캐릭터 만들기, 게시물 업로드

수강료

준비물

박성준

수) 12:10-13:00

100,000원 / 재료비 별도

유니버셜 웨이트덱, 스프레드천

※ 수업 2주차부터 준비물 구입

타로심리상담사 자격 소지

펼치는 순간, 미래가 달라진다.
타로카드로 알아보는 심리상담

수강료

김수연

수강료

지정목

월) 10:20-12:00

수) 13:10-14:30

120,000원

50,000원 (타로카드 비용 포함)

※ 수업 2주차부터 준비물 구입

성명학 작명(감명)사 자격 소지

120,000원 / 교재비  12,000원

동의대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ㆍ경매의 대상 및 투자 전략, 권리의 의의, 종류, 물건과 채권

ㆍ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방법, 권리분석의 개념 & 핵심

ㆍ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실전 사례 분석

ㆍ쉽게 보는 타로 카드의 역사, 카드의 구성 및 용어 이해

ㆍ메이저카드의 이해, 나의 운기 흐름 파악하기

ㆍ불, 물, 공기, 흙의 상징, 마이너 카드 이해

ㆍ타로카드의 비밀, 케이저 카드 이야기 흐름

ㆍ타로카드와 오라클 카드 알아보기

ㆍ별자리 배열법과 리딩수업 진행

생활 타로 준비반

기초탄탄 부동산 실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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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맘편한 엄마표 영어 

수강료

문선희

수강료

교재명

서경현_Kay

수강료

교재명

서경현_Kay

수강료

교재명

니시오 유키코

수강료

교재명

니시오 유키코

수강료

김송자

금) 10:40-11:40 (중급)

금) 11:50-12:50 (초급)

화) 11:40-12:30 (초급)

화) 12:40-13:30(중급)

금) 17:30-18:50 (중고급)

금) 19:00-19:50 (초급)

금) 20:00-20:50 (왕초보)

목) 9:30-10:20 (왕초보)

목) 10:30-11:20 (초급)

목) 11:30-12:20 (중급)

90,000원 / 교재비 15,000원 

꽃청춘 시니어 영어 전임강사

90,000원 /  교재비 별도

Side by side level 2

      前 민병철 외국어학원 부원장

90,000원 / 교재비 별도

Four Coners 2

      영국 캠브리지대 국제영어시험 1급 자격 소지

100,000원

별도 / 수업 2주차부터 교재준비

        어학원 출강 15년이상

80,000원

별도 / 수업 2주차부터 교재준비

        어학원 출강 15년이상

80,000원

지방경찰청/국제교류재단 중국어 통역,
다수센터 출강 

아이 캔 스피크 영어

처음 만나는 영어 왕초보반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 new

일본어 달빛 아카데미ㆍ중고급반

일본어 달빛 아카데미ㆍ왕초보&초급

맛있는 중국어 교실

우리 아이가 영어 그림책에 푹 빠져들 수 있도록 재미있게 

읽어주고, 영어 그림책을 통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법, 더 나아가서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 

친숙해지고 영어감정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수강료

교재비

황진영_Jini

수) 11:00-12:00

43,400원 (4회, 11/30-12/21)

※ 수업 시작일 : 11/30

없음

       부경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ㆍ아이에게 영어그림책을 재미있게 읽어주고 싶은 분

ㆍ유아, 초등 자녀에게 엄마표 영어를 막 시작하시려는 분

ㆍ영어 발음이 신경쓰여서 선뜻 읽어주지 못하는 분

ㆍ영어 그림책에 자녀가 흥미가 없거나 거부하는 분

ㆍ영어 그림책을 통해 사고확장과 이해력을 높이고 싶은 분

Oneday Class

11/23(수) 11:00-12:00

1회 10,000원

※ 자녀에게 영어그림책 읽어주는 방법, 라임으로 아이들이

    그림책에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엄마표 그림 영어책 체험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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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DESIGN

PILATES

11월 단기 강좌 안내

겨울학기 전 건강강좌 미리 체험하고 싶다면

수강 신청 → 강좌찾기에서 '+4'를 검색해주세요.

11월 건강 강좌 미리 체험해보고 

겨울학기 정규강좌 수강신청하세요.

수강료

한   봄

수강료

김호정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김호정

수강료

서상희

월) 19:00-19:50

수) 14:20-15:10
     15:20-16:10
     16:20-17:10

월) 13:20-14:10
수) 13:20-14:10

월) 19:00 (A), 20:00 (B)
수) 19:00 (A), 20:00 (B)

월/수) 13:20-14:10

월/수) 19:00-19:50 / 20:00-20:50

80,000원

재활 필라테스 수료

400,000원 (10회) 

필라테스 지도자

80,000원 

73,400원 (11회)

150,000원 (주 2회)

※ 폼롤러 & 써클링 무료대여

필라테스 지도자

143,800원 (23회)

체형교정전문 자격소지

재활 필라테스 new

1:1 소도구 필라테스

한낮의 소도구 필라테스

바디아트 필라테스

YOGA

파워 피트니스 요가 

이브닝 힐링 건강 요가

굿모닝 톡톡 디톡스 요가

직장인 바디 밸런스 요가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한명숙

수강료

권해경

수강료

최서향

수강료

이진희

화) 11:00-12:00
목) 11:00-12:00

월) 20:00-21:00
목) 20:00-21:00

월) 10:20-11:30
금) 9:50-10:50 

화) 19:00 (A), 20:00 (B)
금) 19:00 (A), 20:00 (B)

화/목) 11:00-12:00 / 11:00-12:00

월/목) 20:00-21:00 

월/금) 10:20-11:30 / 9:50-10:50

화/금)  19:00-19:50 / 20:00-20:50

70,000원 

64,200원 (11회)

70,000원 

70,000원 

130,000원 (주2회)

부산시 요가협회 교육실장, 센터 요가교육 지도

130,000원 (주 2회)

요가전문지도강사

130,000원 (주2회)

요가·필라테스 자격소지, 요가 테라피 과정 수료

130,000원

요가테라피 3급 자격증, 요가 명상 마스터 과정 수료

수강료

최서향

화) 16:30-17:20

70,000원

국제타우이스트 요가협회 부산지부 정회원

전통 하타 요가

152022 - winter - 

놀라운 신축성과 편안함으로 단점없는 요가복!

운동부터 일상까지 완벽핏, 모든 일상과 액티비티를 아트몰링과 함께하세요.

요가복 취급 브랜드

BALLETㆍDANCE

다이어트 댄스 * new

1시간 1,000Kcal 소모, 줌바 * new

수강료

수강료 이아현

수강료

이정아

월) 14:30-15:20,  금) 14:30-15:20

월/금) 14:30-15:20

* 준비물  실내용 운동화

화) 20:00-21:00

70,000원 

130,000원 생활 스포츠지도자

70,000원

줌바AIN 멤버 자격소지

수강료

노정희

수강료

이혜진

수강료

이윤선

수강료

배순주

수강료

김미소

수강료

이윤선

월) 11:50-12:40 (왕초급반)

목) 19:00-19:50

수) 10:40-11:30 (A)

수) 11:50-12:40 (B)

목) 18:00~18:50

금)18:00-18:50 (직장인반)

70,000원

라인댄스 1급, 실버댄스 1급, 웃음치료사 자격 소지

70,000원

힙합댄스 경연대회 최우수 수상

70,000원

라인댄스 1급, 실버댄스 1급, 요가강사 2급 자격소지

70,000원

現 하남댄스강사, 라인댄스 1급, 생활체육지도자

120,000원

성인 발레 전문강사

70,000원

라인댄스 1급, 실버댄스 1급, 요가강사 2급 자격소지

처음 시작하는 라인댄스 * 

K-pop 방송댄스 *

신나는 라인댄스 *

신나는 라인댄스 *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인 발레

저녁에 배우는 라인댄스 * 

성인발레 스트레칭 & 피트니스

골반근육 강화 밸리댄스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김미소

수강료

최정임

화) 9:40-10:50
금) 11:00-12:10

화) 18:00 (초급), 19:00 (중급)
목) 18:00 (초급), 19:00 (중급)

화) 9:40-10:50 / 금) 11:00-12:10

화/목) 18:00 (초급), 19:00 (중급) 

130,000원 

70,000원 (주1회)

250,000원

성인 발레 전문강사

130,000원 (주 2회)

성인 밸리댄스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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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ay Class

진   행 진   행

진   행

수강료

진   행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재료비

수강료

수강료

이호민

수강료

권형근

재료비

2/9(목) 19:00-20:10 12/18(일) 13:40-15:40

11/22(화) 18:30-19:50 12/5(월) 18:30-19:30   재료비  28,000원

1/16(월) 18:30-19:30   재료비  28,000원

2/6(월) 18:30-19:30   재료비  30,000원

1/12(목) 19:00-20:10

11/24(목) 18:40-19:30 11/24(목) 19:40-20:30

2/18(일) 13:40-15:40

1/17(화) 18:30-19:50

천연캔들로 향기 휴식 더하기!

트렌디한고 특별한 오브제 캔들을 만들어 봅니다.

다양한 푸드 영역의 자격을 소지한 아라쌤과 

고급 수제 쿠키를 만들어 선물해요.

정성이 묻은 소품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나만의 공예품을 만들어요.

프랑스산 코스메틱 등급향료로 직접 블랜딩하여

세상 단하나뿐인 향을 만듭니다.

이단비      La_vela 조아라      alassaem

김미현      gaeun_0bang

5,000원

천지은      atelier_lirico

5,000원

30,000원 (재료비 포함) 20,000원 (재료비 포함)

20,000원 (재료비 포함)

30,000원

30,000원 (재료비 포함)

5,000원

한국재무상담센터 센터장

네이버 인플루언서 「호디알티」

5,000원

한국재무상담센터 팀장

한국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

28,000원

아라쌤의 홈베이킹

가은공방아뜰리에 리리코

초코렛 왁스 테블릿 고급 수제 쿠키ㆍ로미아스

탄생석을 넣어 만든 은팔찌/은발찌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초

스톤 디퓨져

백화점 1층에서 맡아본 샤*, 디* 명품 향기

설날 선물용ㆍ문양 비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시대, 똑똑한 투자방법

달콤한 호두 브라우니

카드, 지폐 수납도 Ok! 가죽 지갑 

지친 일상의 작은 활력소, 부산 지역 공방 체험 클래스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알려드립니다.
일상으로 돈버는 수익화 블로그 글쓰기

다시 찾아올 상승기 대비
우리아이 세뱃돈으로 저평가된 주식 매수하기

라벨라의 향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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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ay Class

빛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Ⅰ. 심리검사

삶이 너무 지치거나 마음이 힘들때,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접근으로 나를 알아봅니다. 

짧은 시간을 통해 '나'라는 세상을 다시 발견하고,

'너'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봅니다.

수강료

수강료

우정숙

* TCI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11/27(일) 12:10-13:10
12/11(일) 12:10-13:10
1/15(일) 12:10-13:10

11/27(일) 12:10-13:10
12/11(일) 12:10-13:10
1/15(일) 12:10-13:10

15,000원 (검사비 포함)

※ 수업 시작전 검사 URL 발송후 검사지 작성

15,000원 (검사비 포함)

※ 당일 대면 검사 진행합니다.

現 그림심 마음상담센터 센터장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신건강론 운영교수

부산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졸

영남대 미술치료 박사수료

지금 내 성격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TCI *

자기소개가 되어버린 MBTI *

PERSONAL MAKE-UP

태어날때부터 타고난 기질과 양육, 교육, 경험으로 형성되는 

후천적인 성격을 함께 파악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과 타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개팅도 이력서도 MBTI로 대화하는 시대, 

나는 직관(N)적인지 감각(S)적인 기질인지 모르면

대화가 되지 않는 요즘, 한국 MBTI 연구소 공식 검사를 통해

16가지 유형 중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의 성격을 알아봅니다. 

빛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Ⅱ. 퍼스널 컬러

어딘지 모르게 촌스러운 선택을 하는 나, 왜 그럴까?

살도 빠졌는데 왜 얼굴이 부어보이지?! 이런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김미니 대표님과 함께 찾아봅니다. 환절기 

나에게 맞는 건강한 피부를 표현하는 Winter 메이크업, 

연말모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강료

준비물

김미니

11/25(금) 14:30-16:00 (A)
11/25(금) 18:00-19:30 (B)
12/23(금) 14:30-16:00 (B)
12/23(금) 18:00-19:30 (B)
1/27(금) 14:30-16:00 (A)
1/27(금) 18:00-19:30 (B)

20,000원 (1회)

노메이크업,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파우치

※ 소수정예 정원 6명

파인드미 양산점 대표

6:1 소수정예 퍼스널 컬러



Oneday Class

수강료

재료비

준비물

김소임

11/16(수) 10:30-11:40

11/23(수) 10:30-11:40

6,000원 (1회) 

35,000원 (1회 기준)

개인꽃가위

하수하예연합회 지회장

우리집 식탁 분위기를 바꿔줄 

플라워 데코레이션

수강료

재료비

김소임

수강료

재료비

준비물

정혜린

수강료

재료비

준비물

이미은

수) 10:30-11:40

1차 (12/7-1/11), 2차 (1/18-2/22)

금) 19:10-20:20

1차 (12/2-1/5), 2차 (1/13-2/17)

목) 14:50-16:00

1차  (12/1-1/5),  2차 (1/12-2/16)

35,000원 (6회)

35,000원 (1회당)

하수하예연합회 지회장

35,000원 (6회)

35,000원 (1회당)

개인 꽃가위

※ 개인 꽃가위 강사님께 구매 가능 (3,500원)

플린 플라워 대표

35,000원 (6회)

35,000원 (1회당)

꽃가위, 종이가방

꽃담 플라워 대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플라워 클래스

플린 플라워ㆍFlower Class

꽃담ㆍ감성 플라워

Flower lesson

꽃으로 일상의 행복을 채우고 축복하고

때로는 위로할 수 있도록

플라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요.

18  - 2022 - winter 192022 - winter - 

Pre-Parent

사람은 생명이 몸 안에서 자라기 전에는 

생명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수강료

한명숙

수강료

김미소

화) 12:10-13:10 

1차 (12/6-1/10), 2차 (1/17-2/28)

목) 12:00-13:00

1차 (12/1-1/5), 2차 (1/12-2/16)

※ 임신 16주 이상 수강 가능

※ 화/목 주 2회반 수강 신청시 12/1(목)부터 시작됩니다.

목) 15:20~16:10 

금) 12:20-13:10

* 임신 중 운동의 필요성

뱃 속 아기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

산모에게는 눌린 위와 심장을 편안하게 완화함

출산시 느끼는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출산 호흡법을 배움

40,000원 (6회)

임산부 요가 교육 부장

130,000원 (12회)

임산부 발레 스트레칭 전문 강사

순산을 도와주는 임산부 요가

태교에 도움주는 발레 스트레칭

You never understand life

until it grows inside of you.

수강료

김지안

수강료

김갑순

Ⅰ. 감기, 바이러스 BYE~ 면역력 키우기

     12/13(화) 14:30-15:30

Ⅱ. 손, 발, 다리부종으로 힘들어! 부종 예방 테라피

     1/17(화) 14:30-15:30

Ⅰ. 우리아이 통 잠 재우기와 등 센서 예방

     11/25(금) 11:00-11:50

Ⅱ. 아기울음소리별 대응법 마스터

     12/16(금) 11:00-11:50

Ⅲ.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의 모든것

     1/27(금) 11:00-11:50

5,000원 (1인) / 재료비 20,000원

한국아로마협회 도테라 아로마 테라피 

1,000원 (1회)

수업 참가 선물 : 분유1통, 물티슈, 기저귀

파스퇴르 소속 전문강사

임산부를 위한 도테라 아로마 테라피

파스퇴르와 함께하는 임신육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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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 Baby   통합ㆍ자연물 놀이

수강료

진선미

수강료

정은지

수강료

정아영

수) 10:20-11:00 (16-30개월)

     11:10-11:50 (5-10개월, A)

     12:00-12:40 (9-15개월)

     12:50-13:30 (13-20개월)

     14:00-14:40 (7-13개월)

     14:50-15:30 (5-10개월, B)

     15:40-16:20 (10-16개월)

통합ㆍ자연물 놀이

영유아기 발달에 맞는 다양한 주제와 놀이를 

언어, 신체, 음율, 인지, 정서 등의 영역과 연결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술놀이

아직 말이 서툰 우리 아이들은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그림과 색감으로 표현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해 창의성 발달 Up

음악놀이

전인 발달에 중요한 음악교육은 영아시기가 

최적기이며, 소리경험을 통해 청각적 감각 발달과

두뇌발달을 촉진시킵니다. 

신체놀이

다양한 대형교구를 통해 아이들의 잠재되어 있는 

신체 능력을 개발하고 민첩성, 협동성, 

사회성을 기를 수 있으며 스킨쉽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껴요.

월) 11:00-11:40 (12-15개월)

     11:50-12:30 (14-17개월)

     12:40-13:20 (18-22개월)

     13:30-14:10 (21-26개월)

     14:20-15:00 (27-38개월)

금) 10:40-11:20 (15-24개월)

     11:30-12:10 (8-14개월)

     12:20-13:00 (10-16개월)

     13:10-13:50 (6-12개월, A)

     14:00-14:40 (6-12개월, B)

120,000원 / 재료비 35,000원

재미플러스 오감톡 부산지사 수석팀장

베이비 마사지 자격 소지

영유아 발달 지도사, 부모 교육 지도자

100,000원 / 재료비 40,000원

위니베베 소속강사

前 버클리 영어 유치원 유아체육교사 

120,000원 / 재료비 40,000원

리틀킹콩 경남 지부장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

#매학기 접수첫날 마감

재미플러스 오감톡

#루루 선생님과 함께 ☆그램 인증샷

그림책과 함께하는 위니베베

#핫해 하태 #가을학기 신규개설 #4타임 마감 

리틀킹콩

12월

1월

2월

색깔눈이 내려요, 도르르 굴려서 만든 눈사람
누구 알일까?, 크리스마스 케이크

뾰족 삼각형, 키쑥쑥! 몸튼튼! 키즈 스포츠
거인 아저씨 배꼽, 김치가 최고!

가루야 가루야 밀가루, 씽씽 쌩쌩 썰매
물감나라 액자 만들기, 민속놀이게임

12월

1월

2월

길쭉길쭉 국수, 새콤달콤 귤
엣취! 감기치료하는 의사, 알래스카 에스키모

알로하! 알록달록 단추, 얼음나라 펭귄
아프리카 야생동물(귀리), 펑펑 옥수수 팝콘

빰빠밤! 생일파티, 꼬물꼬물 달팽이
맷돌 순두부, 토끼와 당근(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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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이혜진

수강료

하준영

화) 10:40-11:20 (20-33개월)

     11:30-12:10 (15-22개월)

     12:20-13:00 (10-15개월, A)

     13:10-13:50 (8-13개월)

     14:00-14:40 (10-15개월, B)

수) 11:00-11:40 (8-13개월, A)

     12:00-12:40 (15-22개월)

     13:00-13:40 (12-17개월)

     14:00-14:40 (5-10개월)

     15:00-15:40 (8-13개월, B)

120,000원 / 재료비 40,000원

롤리폴리 소속강사

백화점 외 다수 강의 경력 10년이상

120,000원 / 재료비 40,000원

파니파니 스쿨 교재 편집장

파니파니 스쿨 강사교육지원 팀장

#백화점 회원님도 발길돌린

롤리폴리 재미놀이

#명문대 보낸 워킹맘의 육아코칭

수요 신나는 파니파니 스쿨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꼭꼭 숨어라, 100층 동물 집
추억의 붕어빵(팥), 헨젤과 그레텔(바삭바삭 과자)

추운나라 동물친구들, 데굴데굴 데구르르
나는 바리스타(커피콩), 우동레시피(우동곤약)

나는야 인디언, 바나나 차차
매직파우더(가루), 지니의 램프(인도여행)

겨울왕국(눈놀이), 깡충깡충 뚱뚱보 토끼
커다란 무(김장놀이), 권투대장 캥거루

나는 바리스타(커피콩), 까치까치 설날 전통놀이
호랑이와 팥죽 할멈, 느림보 거북이

뚝딱뚝딱 도깨비(단추놀이), 코끼리 아저씨 코
사자와 생쥐, 다람쥐와 도토리(도토리묵놀이)

Preview Class  

겨울학기 접수전 체험해보세요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11/15(화) 15:00-15:40 (8-15개월) 

11/29(화) 15:00-15:40 (16-30개월)

11/16(수) 16:00-16:40 (6-12개월) 

11/23(수) 16:00-16:40 (6-12개월)

11/18(금) 14:50-15:30 (12-18개월)

11/14(월) 11:00-11:40 (12-15개월)

11/14(월) 13:30-14:10 (21-26개월)

11/28(월) 11:00-11:40 (12-15개월)

11/28(월) 13:30-14:10 (21-26개월)

1회 10,000원

1회 10,000원

1회 10,000원

1회 10,000원

1회 5,000원

1회 3,000원 / 재료비 3,000원

1회 3,000원 / 재료비 3,000원

롤리폴리ㆍ말랑말랑 젤라틴

롤리폴리ㆍ우주복 입고 우주체험

파니파니ㆍ동글동글 공놀이

파니파니ㆍ사과가 쿵!

리틀킹콩ㆍ새마을 운동
우리동네 만들기(건면놀이)

위니베베ㆍ동글동글 가을 열매 도토리

위니베베ㆍ고구마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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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 Baby   미술ㆍ음악ㆍ신체놀이

수강료

정우혁

수강료

재료비

이정호

목) 10:40-11:20 (15-22개월)

     11:30-12:10 (13-19개월, A)

     12:20-13:00 (20-27개월)

     13:20-14:00 (13-19개월, B)

     14:10-14:50 (27-36개월)

     15:00-15:40 (17-24개월)

     15:50-16:30 (25-40개월)

     16:40-17:20 (30-45개월)

토) 9:50-10:30 (24-36개월, A)

     10:40-11:20 (24-36개월, B)

120,000원 / 재료비 40,000원

트니트니 소속 강사

120,000원 

15,000원

유아전문 체육교육 「블루키즈」 대표

목요 트니트니 키즈챔프 토요 블루키즈 팡팡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트니트니 미니바ㆍOT 및 기초체력

트니 교통안전ㆍ횡단보도, 신호등, 안전벨트

네모놀이를 통해 신체 조절능력 up, 목욕놀이

금도끼 은도끼, 눈과 함께 놀아요.

우체부 아저씨ㆍ신체균형감각 키우기

김밥소풍을 떠나요ㆍ신체 조정

병원에 갔더니ㆍ의사선생님 하는일

제빵왕 트니ㆍ빵 만들기, 빵굴리기

오리가족 소풍, 해님달님별님

떠나자~ 캠핑장으로, 기타치기, 캠프파이어

황소놀이ㆍ소똥치우기, 울타리 만들기

메리크리스마스ㆍ트리꾸미기, 선물받기

청소놀이ㆍ진공청소기, 먼지떨이, 빨래

분리수거놀이ㆍ로봇집게, 낭비악당 처치

달과 별의 우주 이야기ㆍ로켓 발사, 악당 처치

정글탐험ㆍ인디언별신, 동물사냥, 텐트설치

태권도ㆍ송판격파, 샌드백치기, 발차기

설날 전통놀이ㆍ팽이, 제기, 투호, 윷놀이, 공기

슈퍼소방관ㆍ불끄기, 소방차타기, 환자구조

아기다람쥐의 여행ㆍ도토리 따고 모으기

보물찾는 광부이야기ㆍ광부로 변신! 보물캐기

Oneday Class

수강료

송현성

11/27(일) 11:00-11:40 (15-25개월)

11/27(일) 13:10-13:50 (24-40개월)

2,000원 (1인)

유아체육 지도자

※ 3인 접수 필수 (보호자2인 + 자녀 1인)

※ 에어바운스 방방이 3가지 

프리모에듀
공룡 에어바운스 방방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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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재료비

김영아 수강료

재료비

노유지

화) 16:10-16:50 (32-48개월, 엄마랑)

토) 12:20-13:00 (32-48개월, 엄마랑) 목) 10:40-11:20 (19~33개월)

     11:30-12:10 (6-11개월)

     12:20-13:00 (10~18개월)
130,000원

30,000원

유아발레 전문 지도자

Tesol 자격 소지, 강의 경력 10년이상

※ 교재, 가방, 홈스쿨링 영상 제공

※ 첫시간 발레복 구매 가능

120,000원

24,000원

부산대 음악교육 졸업, 다수 기관 출강

이화 YSM 체형교정발레 음악과 함께 떠나는 오감 퍼포먼스
뮤직JAM 노리JAM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Hello, 발레인사, Warm up(엄마랑 스트레칭)

바른자세 만들기ㆍ등을 쭉~ 목을 길게 만들기

포인, 플렉스ㆍ발목강화

김밥처럼 데굴데굴, 슝~ 신나게 미끄럼틀 타기

주전자ㆍ고관절 사이드 스트레칭

썰매ㆍ매트잡고 복근키우기

바뜨망 텅규 & 파세ㆍ우리몸의 중심 잡기

왈츠스텝ㆍ쿵짝짝~ 엄마랑 왈츠, 플리에

점프ㆍ공중에서 두 발바닥으로 박수 치기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ㆍ핸드드럼

호두까기인형ㆍ스네어드럼

새콤달콤 귤ㆍ실로폰

아기젖소는 방울을 좋아해ㆍ핸드벨

꼬마눈사람ㆍ눈사람 폴리팝

펭귄 차렷! ㆍ물고기 귀로

개미 나그네ㆍ장구

금도끼 은도끼ㆍ공명실로폰

흥부아저씨와 제비ㆍ우드귀로

미운아기오리ㆍ오음실로폰

똑딱똑딱 몇시일까요?ㆍ트라이앵글 

나는 반대로 개구리야ㆍ지글스틱

수강료

재료비

준비물

이지현

토) 11:30-12:10 (30~48개월)

     12:20-13:00 (20~34개월)

110,000원

40,000원

여벌옷 또는 미술가운, 물티슈

아트앤펀 소속강사. 강의 경력 10년이상

퍼포먼스 미술 ART & FUN

수강료

재료비

노유지

11/24(목) 10:40-11:20 (19~33개월) 

               11:30-12:10 (6-11개월)

               12:20-13:00 (10~18개월)

1회 5,000원

2,000원

뮤직잼 노리잼 소속강사

뮤직JAM 노리JAM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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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Day

다양하게 경함하고 성장하는 키즈 클래스

참가비

신선영

일   정

시   간

참가비

한선주

시   간

수강료

신선영

참가비

박영준

참가비

김태원

11/26(토) 15:10 (A), 15:45 (B), 16:20 (C )

               16:55 (D), 17:30 (E )

2/18(토)   11:00 (A), 11:50 (B), 12:40 (C )

               13:30 (D), 15:10 (E ), 15:45 (F)

              16:20 (G), 16:55 (H), 17:30 (I)

11/26(토) 패럿마을의 해결사

풍선 자동차를 만들어 작용-반작용의 힘을 알아봅니다.

12/24(토) 전나무

눈꽃 나무를 통해 요소결정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1/28(토) 옛날에도 세뱃돈을 받았을까?

노리개 만들기

1,000원 

교원 사하지국 지국장

※ 검사 결과지 발급 2주 소요

※ 대상 : 48개월이상

※ 로비에서 진행 / 타임당 정원 2명 

11/19(토), 12/11(일), 1/8(일)

11:00-14:00

1,000원

아체 교육 플랫폼 소속 대표

※ 대상 : 34개월~초등 6학년까지

※ 1인 지문검사 3~5분 소요

※ 검사는 선착순으로 진행 / 대기시간 발생함

11:00 (A), 11:30 (B), 12:00 (C)

12:30 (D), 13:00 (E), 13:30 (F)

1,000원 / 재료비 무료 (키트 제공)

교원 사하지국 지국장

※ 대상 : 5세이상

※ 로비에서 진행 / 타임당 정원 3명

1회 3,000원 (1인기준)

現 YNK 윤&강 문화기획사 소속 아티스트

※ 2인 수강료 6,000원 / 3인 수강료 9,000원

※ 보호자 1인 이상 접수 必

1회 5,000원 (1인기준)

現 한국미술공예 협회장, 그림공방 운영

※ 로비에서 진행

※ 1인 7-8분 소요 / 접수시 대기시간 발생

교육 브랜드 1위 교원과 함께하는 
우리아이 두뇌 발달 검사 (KED-S)

아체 교육 플랫폼과 함께하는
지문 적성검사

교원ㆍ어려운 사회,
과학 키트로 쉽게 이해하기

마술사가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매직쇼

작가가 그려주는 라이브 캐리커쳐

12/11(일) 11:00-11:40 (5세이상)

12/10(토) 11:00-15:00 (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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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하루를 위한

꼬마 요리사의 맛있는 일요일

수강료

수강료

크리스마스 파티 쿠키

12/11(일) 14:00-14:50 (5세이상)

               15:00-15:50 (5세이상)

원하는 토핑 Pick! 나만의 빼빼로

11/13(일) 11:00-12:00 (5세이상)

               12:20-13:20 (5세이상)

토끼 컵케이크

1/8(일) 11:00-12:00 (5세이상)

           12:20-13:20 (5세이상)               

검은 토끼를 닮은 쿠키

1/15(일) 14:00-14:50 (5세이상)

             15:00-15:50 (5세이상)

망고 컵케이크ㆍ피카피카 포켓 괴물

12/11(일) 11:00-12:00 (5세이상)

               12:20-13:20 (5세이상)

브라우니

2/12(일) 11:00-12:00 (5세이상)

             12:20-13:20 (5세이상)

루돌프 케이크

12/18(일) 11:00-12:00 (5세이상)

               12:20-13:20 (5세이상)               

13,000원 (재료비포함)

13,000원 (재료비포함)

푸드테라피와 함께하는 퍼니쿡!

아라쌤의 키즈쿡, 아트쿡!

크리스마스 키즈 베이킹

즐거운 아동요리 놀이터

수강료

수강료

생과일 크리스마스 데코 케이크

12/25(일) 11:00-11:50 (5세이상)

피카츄 캐릭터 피자

11/27(일) 11:00-11:50 (5세이상)

11/27(일) 12:00-12:50 (5세이상)

산타클로스 케이크

12/25(일) 12:00-12:50 (5세이상)

크리스마스 통나무 케이크

12/4(일) 11:00-11:50 (5세이상)

12/4(일) 12:00-12:50 (5세이상)

20,000원 (재료비포함)

13,000원 (재료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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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준비물

김연숙

수강료

재료비

준비물

이미현

수강료

재료비

김미현

수강료

이단비

10/29(토) 10:50 (A), 11:40 (B)

                12:30 (C ), 13:20 (D)

                14:10 (E)

12/17(토) 10:50 (A), 11:40 (B)

                12:30 (C ), 13:20 (D)

                14:10 (E)

20,000원 (1회, 재료비 포함)

앞치마, 토시, 물티슈 

※ 보호자 1인 참관 가능합니다.

現 토음도예체험공방 운영

3,000원

6,000원

앞치마, 토시, 물티슈

솔바람 갤러리, 북아트 및 클레이

5,000원 (1회) 

25,000원

가은공방 대표

※ 대상 : 48개월이상, 엄마랑

※ 로비에서 진행

※ 타임당 정원 3명

25,000원 (1회) / 재료비 포함

La_Vela 공방 대표

꼬마 도예가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도자기 그릇

클레이 아트
동화 별님, 달님과 함께하는 동화 클레이

탄생석을 넣은 은팔찌/은발찌

라벨라 향기 연구소와 함께하는
조물락 공작소

11/26(토) 14:20-15:10 (5세이상)

11/19(토) 10:00-10:40 (5세이상)

작은 손으로 만들어내는

아트몰링 꼬마 공방

비즈왁스 피크닉캔들 

12/17(토) 15:30-16:20 (5세이상, 엄마랑)

석고 컬러링

12/24(토) 15:30-16:20 (5세이상, 엄마랑)

버블바

1/7(토) 15:30-16:20 (5세이상, 엄마랑)

디저트 캔들

2/11(토) 15:30-16:20 (5세이상, 엄마랑)

수강료

송현성

11/27(일) 11:50-12:30 (5-7세)

11/27(일) 12:40-13:20 (5-7세)

3,000원 (1인)

유아체육 지도자

※ 3인 접수 필수 (보호자2인 + 자녀 1인)

※ 에어바운스 방방이 3가지 

프리모에듀
공룡 에어바운스 방방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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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수강료

악기대여비

권슬기
수강료

김경림

수강료

교재명

오은솔

수강료

악기대여비

이지문

수강료

악기대여비

이지영

수강료

교재명

오은솔

수강료

악기대여비

이지문

수강료

서예빈

화) 18:00-19:00 (A, 8세이상)

화) 19:00-20:00 (B, 8세이상)

금) 18:00-19:00 (C, 8세이상)

금) 19:00-20:00 (D, 8세이상)

금) 20:00-21:00 (E, 8세이상)

수) 17:30 (A), 17:50 (B)

수) 18:10 (C ), 18:30 (D)

수) 18:50 (E ), 19:10 (F)

수) 19:30 (G), 19:50 (H)

수) 20:10 (I), 20:30 (J)

수) 20:50 (K), 21:10 (L)

수) 19:00-19:50 (A, 8세이상)

수) 20:00-20:50 (B, 8세이상)

금) 19:00~19:50 (A, 11세이상)

금) 20:00-20:50 (B, 11세이상)

화) 19:00~19:50 (중급)

토) 13:30-14:10 (5-7세) 토) 15:00~15:50 (11세이상)

월) 19:00-19:50 (7세이상)

120,000원 

      30,000원 (3개월)

청소년 오케스트라 첼로 트레이너 [베누스토, 강서]
150,000원

現 경희 모던 플래닛 출강

90,000원 / 교재비 별도

※ 개인악기 지참

시노자키 바이올린 교본

부산광역시지회 실내악부분 2위 수상

90,000원

      30,000원 (3개월)

現 김해 뮤직스테이션, YMCA 출강

80,000원 

      15,000원 (3개월)

우쿨렐레 지도사 1급 자격 소지

90,000원 / 교재비 별도

시노자키 바이올린 교본

부산광역시지회 실내악부분 2위 수상

90,000원

      30,000원 (3개월)

現 김해 뮤직스테이션, YMCA 출강

100,000원 / 교재비 8,000원

前라벨음악원장

PA 지도사 2급, 음악심리상담사 2급 자격 소지

아름다운 선율, 첼로 1:1 피아노

바이올린 그룹 레슨 주니어 통기타 교실

오후 우쿨렐레

유아 바이올린 그룹 레슨 주니어 통기타 교실

힐링악기, 칼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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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개발

놀이교육으로 창의력 쑥쑥! 문제해결력 쭉쭉!

수강료

교   구

김성태

수강료

교구대여비

신성미

토) 10:40-11:20 (5-7세)

토) 11:30-12:20 (7-9세)

토) 12:00-12:50 (5-7세, 테크머신)

100,000원 / 교구대여비 60,000원

로보티즈 올로, 로보티즈 드림

로봇코딩 강사 1급 자격 소지

100,000원 

      15,000원

레고알파 정교사 3급 자격 소지

 ㈜ 세스넷 우수 지도교사 선정

로보티즈 올로, All+Robot+코딩 신성미의 레고닥타교실

5-7세 커리큘럼 커리큘럼

7-9세 커리큘럼

로봇은 어떻게 움직여요?

아이 질문에 로보티즈 로봇으로 말해주기!

단순 조립 레고 No!

창의력 개발과 과학적 원리 쉽게 이해하기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다람쥐 로봇ㆍ리벳결합 및 올로툴 사용

풍차발전기ㆍ발전기의 원리 이해

고래로봇ㆍ운동방향과 변환

잠자리로봇ㆍ회전하는 기어의 톱니수와 속도계산

브라키오로봇ㆍ무게중심과 로봇의 이동

토끼로봇ㆍ스프링과 탄성력, 힘과 각도

자동차ㆍ자동차발명대회

탑ㆍ브릭과브릭

우주선ㆍ우주탐사

수상비행기ㆍ수상비행기

배ㆍ보물섬을 찾아라

다리ㆍ멋쟁이 다리

문제상황해결ㆍ우리는 자연 지킴이

자유창작ㆍ동물친구들

에너지ㆍ풍력발전소

상설차ㆍ눈위를 달려요

트럭ㆍ짐을 옮겨라

공룡만들기ㆍ공룡이 나타났다

소 로봇ㆍ보행로봇의 이동원리

무당벌레로봇 ㆍ무게중심의 이해

병아리로봇ㆍ보행구조 관찰

캥거루로봇ㆍ전기의 흐름과 스위치 역할

애벌레로봇ㆍ경사각도, 속도 변화

티라노로봇ㆍ무게중심과 발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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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준비물

김소영

수강료

재료비

김미주

토) 13:10-14:00 (6-7세)

토) 14:10-15:00 (7-12세)

화) 17:10-17:50 (5세이상)

80,000원 /  재료비 10,000원   

필기도구, 주판  

※첫 시간 주판 구매 가능

암산왕 주산교실 전문강사

120,000원 

42,000원 (2권세트)

영어강의 10년이상, 

노부영 마더구스 소속강사

쉽고 빠른 수의 이해, 암산왕 주산 교실

노부영 : 노래 부르는 영어동화

커리큘럼

1차 커리큘럼ㆍMe Me ABC

2차 커리큘럼ㆍThe chick and the duckling

단순 조립 레고 No!

창의력 개발과 과학적 원리 쉽게 이해하기 
초등 2학년되면 어려워지는 두 자릿수 곱셈도 암산으로 OK! 

Input이 다르면 Output이 다르다. 놀면서 익히는 영어

12월

1월

2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5를 활용한 뺄셈 암산수학

5와 10을 활용한 뺄셈 암산수학

50, 100에서의 뺄셈 암산수학

      곱셈의 기초 암산수학

      두 수의 곱이 10이상인 수의 곱셈 암산수학

캐릭터를 찾고 이름을 알아보며 노래해요.

캐릭터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고

표현해요.

알파벳 소리와 모양으로 놀아요.

이야기 순서와 모양으로 놀아요.

단어의 의미를 몸으로 표현하고 게임을 해요.

스토리 리뷰송, 율동과 함께 신나게 노래해요.

7주 함께 스토리송을 불러요.

스토리 속 봄날에 볼 수 있는 것 찾고 표현해요.

아기 동물의 엄마를 찾아줘요.

동물 가면을 만들어봐요.

스토리 속 색깔 찾기 놀이를 하며 묻고 답해봐요.

스토리 리뷰송, 율동과 함께 신나게 노래해요.

수강료

11/22 (화) 16:20-17:00

Walking through the jungle!

정글 속 동물친구들을 만나 노래하고 워킹해요!

Activity

정글 속 동물 친구들의 Body Part를 찾아주세요.

신나는 크래프트를 해요!

정글 속 개구리 친구를 찾고 개구리 카드를 만들어요.

10,000원 (1회) 

노부영 : 노래 부르는 영어

Oneday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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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독서와 스피치의 효과

우리아이의 독서 습관을 만들어 주고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독서를 통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펼칠 수 있습니다.

수강료

준비물

서현희

수강료

준비물

김경민

토) 10:00-10:50 (8-11세)

토) 11:00-11:50 (5-7세)

토) 09:50-10:30 (5세이상)

70,000원  / 재료비 20,000원

스케치북, 가위, 투명 고체풀(35g) 2개, 

색연필, 사인펜, 물티슈 

종이접기 사범, 경력 12년 이상

60,000원 (재료비 포함)

가위, 풀, 색연필, 사인펜

한국큐레이터협회 독서 챌린지 팀장

★STEAM 교육★
인문학과 함께하는 종이접기

★STEAM 교육★  new  
향기나무 팡팡, 그림책 연구소 

커리큘럼 커리큘럼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먼셀의 색상환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크리스마스트리ㆍ프랙탈 구조

크리스마스 리스ㆍ도형

동백꽃ㆍ황금비율ㆍ피보나치 수열

윤동주의 별헤는 밤ㆍ첨성대, 허블 망원경

우리나라 명절 (복주머니 만들기)ㆍ24절기

북스탠드ㆍ빛의 생성, 3원색

황룡사 9층 목탑(건축양식)ㆍ9층의 의미

노리개와 전통문양ㆍ단청

극지방에 사는 펭귄ㆍ겨울잠 동물

수학종이접기ㆍ대칭과 회전

삼일절 (태극기 만들기)ㆍ독립운동의 역사 

깜박깜박 도깨비ㆍ도깨비 방망이 

빨강부채 파랑부채ㆍ올바른 마음 키우기

앵무새 열마리ㆍ앵무새 만들기

산타유치원ㆍ크리스마스유래 & 캐롤

소원팔찌 만들기

참을성 없는 애벌레ㆍ폴더북 만들기

아기돼지 삼형제ㆍ집 만들기

장수탕 선녀님ㆍ배려와 양보 의미

무지개 물고기ㆍ나눔의 기쁨 실천

용기모자ㆍ용기의 의미알기, 경험 나누기

겁쟁이 빌리ㆍ내 마음속 걱정 알아보기

문어팬티ㆍ고정관념 버리기

놀이 교육으로 우리아이 독서습관 만들기

STEAM 교육으로 창의력 쑥쑥! 문제해결력 쭉쭉!

책놀이와 나만의 작품 만들기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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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독서와 스피치의 효과

우리아이의 독서 습관을 만들어 주고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독서를 통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펼칠 수 있습니다.

수강료

교재비

교재명

김재윤

수강료

교재비

신은지

토) 15:10-15:50 (8-9세)

토) 16:00-16:40 (10-11세)

토) 17:00-17:50 (7세 이상)

100,000원

40,000원 (2권)

어휘리더2, 독서리더1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85,000원(10회) 

15,000원

現 프리랜서 아나운서

前 KNNㆍTBN 캐스터 / 아나운서

문해력을 높여주는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new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자신감 up
키즈 스피치

커리큘럼 커리큘럼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자연에서 배우는 과학이야기

백년묵은 햇살이 사는 항아리

빵사러 가는길에

눈물이 방울방울 아름다운 꽃 이야기

돈이 뭐예요?, 잔소리의 필요성

빵집 새끼 고양이, 울동네 법대장

우리동네 법 대장, 버섯 팬클럽

생활을 돌아보는 글, 최후의 이불킥

스마트폰 슬기롭게 사용하기

나는 마틴 루서 킹이야

우리는 모두 평등해요, 토마토 기준

깜박깜박 도깨비ㆍ도깨비 방망이 

빨강부채 파라우채ㆍ올바른 마음 키우기

앵무새 열마리ㆍ앵무새 만들기

산타유치원ㆍ크리스마스유래 & 캐롤

소원팔찌 만들기

참을성 없는 애벌레ㆍ폴더북 만들기

아기돼지 삼형제ㆍ집 만들기

장수탕 선녀님ㆍ배려와 양보 의미

무지개 물고기ㆍ나눔의 기쁨 실천

용기모자ㆍ용기의 의미알기, 경험 나누기

겁쟁이 빌리ㆍ내 마음속 걱정 알아보기

문어팬티ㆍ고정관념 버리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토의ㆍ토론

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놀이 스피치를 통해 우리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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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재료비

준비물

김연숙

수강료

준비물

이지현

수강료

준비물

이미현

토) 14:20-15:10 (5-7세) 토) 10:40-11:20 (5-7세)

토) 9:30-10:20 (6세이상)

100,000원

60,000원 (소성비포함)

앞치마, 토시, 물티슈

現 토음도예체험공방 운영

110,000원 / 재료비 40,000원

앞치마 or 여벌옷, 물티슈

영유아 통합놀이 전문가 1급 자격 소지

유치원 정교사, 어린이집 원장 자격 소지

80,000원 / 재료비 40,000원

앞치마 or 여벌옷, 물티슈

솔바람 갤러리 소속 강사

꼬마 도예가 new 퍼포먼스 미술 ㆍ아트앤펀

만들기 숙제 걱정 끝!
쿠키 & 클레이 아트 new

커리큘럼

12월

1월

2월

눈사람 접시ㆍ겨울 풍경 묘사

트리 조명등ㆍ크리스마스 나무

트리 접시ㆍ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북극곰ㆍ북극 특징

생일케이크ㆍ생일날 추억

펭귄 인센스 홀더ㆍ펭귄의 특징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접시  

얼룩말 화분ㆍ얼룩말 특징

눈사람 메모꽂이ㆍ눈 내리는 풍경 

경찰차ㆍ경찰차의 역할

악어ㆍ악어묘사

ARTㆍ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자라나는 아트 클래스  

수강료

11/19(토) 10:00-10:40 (6세이상)

3,000원 / 재료비 6,000원

동화 별님, 달님과 함께하는 동화 클레이

Oneday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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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준비물

이순진

수강료

재료비

준비물

이순진

토) 12:30-13:10 (7-9세)

토) 13:20-14:00 (5-7세)

토) 14:10-15:30 (10-12세)

토) 15:50-17:10 (12-18세)

73,400원 (11회) / 재료비 15,000원

휴지 또는 걸레 필수, 앞치마ㆍ토시 선택

그리기도구 (5절 스케치북, 크레파스, 

수채물감, 파렛트, 18호, 화홍둥근붓)

※ 개강일 : 12/10(토)

前 재미있는 미술학원장

91,700원 (11회)

15,000원

휴지 or 걸레 필수 앞치마ㆍ토시 선택

그리기 도구 (클래스별 상이 / 홈페이지 참고)

※ 개강일 : 12/10(토)

前 CI, BI 광고 디자이너

창작과 표현미술 수행평가대비ㆍ미술 아카데미

커리큘럼 커리큘럼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키다리 기린 그리기ㆍ기린형태와 특징

성탄절 만들기ㆍ리스, 눈사람, 트리, 산타 중 선택

눈사람과 트리 주제화 (5-7세)

겨울이야기 경험 주제화 (7-9세)

새해 맞이ㆍ캘린더 꾸미기ㆍ종이접기, 꼴라쥬

과일 바구니 스크래치 (5-7세)

꽃과 꽃병 (7-9세)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달 

반짝이는 셀로판지 효과로

예쁜 별고리 & 달고리 만들기

[뎃생] 선연습 / 명암단계

기물/정물 댓생 

기보도형 정물, 사물 구도에 맞는 형태/명암 넣기

[디자인] 아이디어 그림

3가지 그림 자유화, 팝업 그림 완성

[수채화] 기본도형 기물ㆍ정물 소묘, 명암

겨울주제화, 풍경수채화

겨울 이야기 밑그림 그리고 단계적으로 채색 

Oneday Class



34  - 2022 - winter

수강료

이정호
수강료

이정호

수강료

준비물

김은빈

토) 11:30-12:10 (5-7세) 화) 17:20-18:00 (7-9세)

토) 12:20-13:00 (7-9세, 초급)

토) 13:10-15:50 (7-9세, 중급)

토) 16:30-17:10 (6세이상)

90,000원 / 교구사용료 15,000원

블루키즈 대표
90,000원 / 교구사용료 15,000원

※ 구슬 줄넘기 선택 구매 (구매시 5,000원)

블루키즈 대표

100,000원

인라인 스케이트

개인보호장비 (팔꿈치, 무릎 보호대)

前 부산광역시 인라인 대표선수

블루키즈 팡팡 놀이터 수행평가대비ㆍ음악줄넘기와 스포츠교실

실내 인라인 스케이트 new

커리큘럼

커리큘럼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청소 도우미로 변신! 청소 놀이

멀티 스포츠, 구름 사다리 & 다람쥐 통놀이

로켓 악당 공격! 타켓볼

부릉부릉 자동차놀이

음악 대장과 음악놀이, 신나는 슛돌이

우리는 홈런왕 (캐치볼, 야구배트)

신나는 슛돌이~! (축구, 하키)

바닷속 물고기 낚시, 치카치카 세균 BYE

꿀꿀꿀 돼지기차 놀이, 로봇 집게 분리수거

줄넘기 운동 OT, 1회선 1/2도약, 십자뛰기

양발모아/구보/한발뛰기, 좌우ㆍ앞뒤 2박자뛰

좌우ㆍ앞뒤 넓혔다 붙여뛰기, 가위바위보 뛰기

4박자뛰기, 좌우 8자 돌리기

스킵뛰기(이동뛰기), 발 두드리며 뛰기

발표수업 (기본줄넘기와 음악작품)

GYMㆍ산만한 내 아이 집중력과 끈기를 높이자!

신체활동을 통해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끝까지 도전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시간

인라인 스케이트는 기초 근력 향상과 밸런스 운동을

통해 지구력을 키우고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등 동계 스포츠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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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김영아

수강료

준비물

김미소

수강료

이혜진

수강료

한   봄

화) 17:00-17:40 (48개월-7세)

토) 10:40-11:20 (6-7세)

토) 11:30-12:10 (4-5세)

토) 13:10-13:50 (6-8세)

목) 16:20-17:00 (46개월-7세)

목) 17:10-17:50 (6-8세)

목) 19:00-19:50 (8세이상)

토) 14:20-15:10 (5-7세)

토) 15:20-16:10 (8세이상)
월) 18:00-18:50 (7세이상)

100,000원 / 교재비 30,000원

유아발레 전문 지도자, Tesol 자격 소지

90,000원

발레복, 발레슈즈, 타이즈

부산대 발레 전공

64,200원 (11회)

힙합댄스 경연대회 최우수 수상

※ 개강일 : 12/10(토)

60,000원

재활 필라테스 자격 소지

※ 개강일 : 11/28(월)

※ 4:1 소수정예로 진행

이화 YSM 체형교정발레 바른자세교정
나도 이제 발레리나! 발레리노!

K-pop 방송댄스 바른 성장 촉진 new

프리미엄 4:1 키즈 필라테스

12월

1월

2월

발레인사법, 기본 포지션 익히기

포인ㆍ플렉스, 워킹과 손동작 만들기 

바뜨망 떵뒤, 파세, 아라베스크 동작 표현

K-pop 키즈방송댄스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댄스 

가수들의 춤을 모방하여 가사에 맞게 다양한 동작들을

표현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켜줍니다.

매트 필라테스로 진행하며, 코어 강화 운동을 통해 

복부, 힙,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 및 

신체 불균형을 관리해 줍니다.

이화여대 발레지도자과정에서 연구하는

전문프로그램으로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점을 자극시키는

발레지도법을 통해 발육발달을 도와주는

쉽고 재미있는 발레 수업입니다.

커리큘럼

※ 아이 1인 클래스로 엄마랑반은 23P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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