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프로그램
과정명

055-283-3220
교육일정

수강료(재료비)

건강
다이어트 한끼

7/9 & 7/16 (2회)
(목) 19:00~20:30

2만원(3만원)

핫&이지
혼술족을 위한 안주

7/23 (1회)
(목) 19:00~20:30

1만원(1만5천원)

간편
캠핑푸드

8/13 & 8/20 (2회)
(목) 19:00~20:30

2만원(3만원)

내일 점심
도시락 만들기

9/3 & 9/10 (2회)
(목) 19:00~20:30

1만원(1만5천원)

새콤달콤
수제과일청&잼
그리고 건강한
수제디저트 만들기

6/22~7/2 (4회)
7/6~7/16 (4회)
7/20~8/13 (4회)
8/17~8/27 (4회)
8/31~9/10 (4회)
(월,목) 19:00~20:30

바른자세 교정운동
(맵시무브먼트)

6/22~9/24 (24회)
(월,목) 19:20~20:20

바리스타2급자격증
6/11~7/13 (10회)
(사)월드커피바리스타협회 (월,목) 19:00~21:00

패션의류 제작반

6/8~7/23 (14회)
8/10~10/5 (16회)
(월,목) 18:30~20:30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경상남도 지정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취업전문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꼬지구이
바비큐폭립, 생야채스틱과 딥핑소스
일식도시락(일식달걀말이, 가라아게, 오니기리)
함박스테이크, 그린샐러드, 웨지포테이토

취업코칭 프로그램

카페모카, 황치즈, 오레오, 복숭아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가입자,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임대사업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제외)

교육특전

수료증 발급, 수료 후 우선적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선물증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2회 인정

내

MBTI성격검사,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 및 취업전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미지메이킹, 면접클리닉 등

아몬드봉봉, 카페모카, 블루베리, 말차초코칩
키위청, 라즈베리레몬청,
밀크&얼그레이 투톤밀크잼, 앙버터떡
3만원(8만원)

고농축 파인애플청, 비비빅(팥)우유,
흑임자밀크잼, 수박설기
자몽청, 패션후르츠청, 딸기블루베리잼,
반전(용돈) 떡케이크 ※ 케이크에 들어갈 현금지참

용

교육일정

월~금 09:30~13:30 / 5일 총20시간 (수시모집)

교육비

무료

굳고 뭉쳐있는 몸을 스스로 풀어 바른 자세로 교정
※개인 준비물 : 맵시베개, 맵시볼

4만5천원

창업지원서비스 (무료지원)

자격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기본 기술 습득
20만원(20만원)

※ 센터는 자격시험지정검정장임
※필기교재, 앞치마, 린넨, 행주

14회:9만원(8만원)
16회:10만원 (9만원)

티어드 스커트, 잠옷바지, 티셔츠,
H라인 스커트 등 제작

참가자
055-283-3221
수시모집

신청대상

황치즈, 오레오, 카페모카, 딸기
인절미, 복숭아, 오레오, 아몬드봉봉

(고용노동부 지원 전액무료)

2020 여름학기 프로그램
CHANGWON WOMAN ACADEMY SUMMER 2020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필수 과정!

블루베리, 말차초코칩, 유자, 오레오

3만원(6만원)

Tel. (055) 283-3221 (취업)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취업상담부터 교육,

매운 해물떡찜, 참치마요주먹밥

※ 포장 원할 경우 개인 도시락통 지참

6/29 & 7/2 (2회)
7/13 & 7/16 (2회)
7/20 & 7/23 (2회)
8/10 & 8/13 (2회)
8/24 & 8/27 (2회)
(월,목) 18:40~20:40

달달 마카롱

내용
스테이크피자, 냉토마토스프
해산물 야채 그라탕, 연어카르파초

신청대상
컨설팅지원
정보제공
기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 국비무료직업훈련 / 취창업지원 / 무료직업소개
여성가족부지원 직업교육

대
상 : 취업의사가 확실한 미취업·경력단절여성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진1장 (신청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수 강 료 : 10만원 (결혼이민여성 무료) ※수료, 취업 시 100% 환급
교 통 비 : 월 5만원(80시간 기준)
신청방법 : 방문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선발
교육시간 : 월~금, 13:30~17:30

055-283-3221

여성예비창업자, 창업전환 예정자, 창업에 관심 있는 모든 여성
사업아이템 점검,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타당성 점검, 홍보전략세우기 등
창업교육 및 창업행사 정보 제공, 창업대회 정보제공 등
창업지원금 및 입주 보육실 연계, 창업교육 무료 참석지원 등

훈련생 모집

과정명

교육일정

마감일

면접일

주택관리행정실무
전문가

6/15~9/14

6/5

6/10

주택관리프로그램, ITQ한글·엑셀,
전산회계2급, 현장실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무원 양성교육

8/24~11/10

8/14

8/18

비즈니스 실무 영어, 실무회계·엑셀,
인적성NCS직무능력,
기획서&보고서 작성법 등

소비자 알림사항
※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상기 자격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이며 자격관리(발급)기관과 서로 별개 임을 안내 드립니다.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 공인자격이 아님을 밝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www.cwcenter.or.kr) 프로그램 안내-각 과정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강좌명

필라테스
(소도구이용)

요가

크롬
하프

☎ 055-283-9488, 055-285-9488

요일

시간

남창원농협 1층 입구

첫째주 금요일

오후 3시 ~ 5시

진해 풍호동행정복지센터

둘째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30분

강좌명

수강일시

수강료(월)

성원그랜드쇼핑 1층 입구

셋째주 목요일

오후 1:30 ~ 3시 30분

월,수 10:00~11:00

35,000원

우쿨렐레

목 9:00~10:00

25,000원

진해 웅동2동행정복지센터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30분

월,수 11:10~12:10

35,000원

하모니카

화 10:30~12:00

20,000원

월,수,금 10:00~11:00

45.000원

월,목 18:00~19:00

35,000원

해외자유여행
영어스피킹

목 11:00~12:00

30,000원

화,목 10:00~10:50

20,000원

수강일시

활동비(월)

월 13:30~14:30

30,000원

중급

월 14:30~15:30

30,000원

실기

월 15:30~16:30

30,000원

월 14:30~15:30

10,000원

강좌명

수강일시

감성수채화
성인

화
13:30~15:00

책 읽는 동아리
(인문학의 숲)

매달 첫째 주 목요일
10:30~12:00

※ 회원에 한함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미취업 구직희망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등 인턴경험을 토대로 취업능력을 향상

운영합니다.

Tel. 055-283-3221

일반 10일

20,000원

무료

개인별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혜택
이용날짜 : 5일~20일 선택가능

평수별 이용금액이 다르며,
평균 시간당 1만원

단태아 116만원, 쌍태아 150만원

일반청소와 이사청소는 금액이 다릅니다.

홈페이지 참고 및 전화문의

2. 일반여성
총 60시간(이론24시간, 실기36시간)

총 40시간(이론12시간, 실기28시간)

1년 4회 교육진행 예정
신규 5/18~5/29, 7/7~7/22

경력 5/21~5/29, 7/10~7/22

20만원

15만원

창원시 중장년 맞춤형 직업훈련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프로젝트

창원시 양성평등 사업 취업사관학교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자 마인드정립 프로그램

●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교육

- 교육기간 : 1기 6/10 ~ 17

- 교육기간 : 8/24 ~ 9/25

수강신청 안내

- 대상 : 창원시 거주자

- 조건 :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한식조리사 우대)
창원시여성회관 창원관 2층

※ 수강 취소시 개강 이틀 전까지 연락 바랍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역인재육성사업
유·초등 코딩지도사 양성과정
- 교육기간 : 6/19 ~ 9/7 (방학기간 8/3~14)

※ 수강료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 대상 : 경상남도내 경력단절여성 20명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환불해드립니다.

경남은행 548-07-0043191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경상남도 양성평등 사업
어린이 안전먹거리 실무조리사 양성과정
- 교육기간 : 7/6 ~ 8/31 (교육 방학기간 7/27~8/7)

※ 수강신청은 전화, 방문, 인터넷 접수로 가능합니다.
※ 인원 모집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정원 미달 시

2기 6/18 ~ 26

- 교육기간 : 6/18 ~ 7/1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가사돌보미

창원YWCA 홈페이지 http://cwywca.or.kr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

교육일자

※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력자과정

- 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창원시 거주자)

활동비(월)

창원 YWCA 돌봄과 살림 ☎ 055-283-3202, 055-283-9488
바우처

교육시간

신규과정

교육비

연기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산모돌보미

교육대상

055-283-3220

2020년 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참여자 및 참여업체 모집
시키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으로 [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 인턴제]를

☎ 055-283-9488, 055-285-948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육 안내
과정명

장소

수강료(월)

초급

생활일본어

여성밀집지역을 통한 정기적 현장취업상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강일시

동아리 활동
강좌명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055-283-3221

교육내용

버스편 안내 97, 108, 113, 170, 212, 214번

▶국비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참고바랍니다.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
숨가쁘게 달려온 꽃중년 라이프 리뉴얼
- 교육기간 : 8/26 ~ 9/24
- 대상 : 경상남도내 중노년기(1인가구, 50세 이상) 25명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20번길 11, 창원시여성회관 창원관 2층
Tel. 055-283-3220~1 www.cwcenter.or.kr

강사양성교육

※ 강사양성교육 자격증 취득 후 홈스쿨, 방과후강사, 문화센터 강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 다음수업 개강은 9월 이후입니다.

프로그램

교육일정

전래놀이지도사
(다누리인재교육컨설팅)

6/1~7/20 (8회)
(월) 09:30~12:30

수강료(교재비)

내용

13만원(1만원)

전래놀이 전문가 양성과정

영어독서지도사&
영어놀이지도사
(㈜한국능력교육진흥원)

6/8~7/27 (8회)
(월) 10:00~12:00

12만원(2만원)

영어책 활용으로 교육하는 방법

독서지도사
(㈜한국능력교육진흥원)

6/2~7/21 (8회)
(화) 10:00~12:00

15만원(2만원)

하브루타지도사 초급
(한국지식자원개발원)

6/9~7/28 (8회)
(화) 10:00~12:00

15만원
(개별구매)

수학교육지도사 중등
(미래여성교육진흥원)

6/2~8/11 (10회)
(화) 10:00~13:00

수학교육지도사 초등
(미래여성교육진흥원)

요리교육
프로그램
시원한 면 요리

문학치료 & 독서지도법 등

달;콤 마카롱
웰빙간식
찰! 보리빵
초간단 홈베이킹
시크릿 레시피

교육일정
6/19 (1회)
(금) 10:30~12:30
6/8 (1회)
(월) 10:00~12:00
6/11 (1회)
(목) 10:00~11:30
6/9 (1회)
(화) 10:00~12:00
6/26 & 7/3 (2회)
(금) 10:30~12:30

수강료(재료비)

내용

의류 수선 기초

2만원(3만원)

여러가지 꼬지구이
바비큐폭립, 생야채스틱과 딥핑소스

한복 만들기(입문/기초)

2만원(3만원)

아보카도스프, 리코타치즈샐러드
토마토소스달걀햄구이, 구운버섯샐러드, 커피젤리

2만원(3만원)

방과후지도사 2급
(한국지식자원개발원)

6/10~7/29 (8회)
(수) 10:00~12:00

단호박스프, 오렌지닭가슴살샐러드
율무샐러드, 두부버섯스테이크

12만원(1만원)

방과후교실 운영 방법 등

6/11~7/30 (8회)
(목) 10:00~12:00

미역조랭이떡국, 다시마두부말이, 양배추김치
훈제연어샐러드, 새싹채소비빔국수

15만원(2만원)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미술활동이
첨가된 심리상담 교육

8/14 & 8/21 (2회)
(금) 10:30~12:30

2만원(3만원)

미술 심리상담사2급
(한국능력교육진흥원)

가족을 위한
간편&건강 간식

알록달록
마카롱

6/15~6/29 (3회)
7/6~7/20 (3회)
8/10~8/24 (3회)
8/31~9/14 (3회)
(월) 10:00~12:00

수학창작체험지도사
(미래여성교육진흥원)

15만원

6/12~7/31 (8회)
(금) 10:00~13:00

15만원(3만원)

만들기와 게임을 활용해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초등수학지도법
(수학교구활용)

새콤달콤
수제과일청&잼
그리고 건강한
수제디저트 만들기

6/18~7/9 (4회)
7/16~8/20 (4회)
8/27~9/17 (4회)
(목) 10:00~11:30

3만원(5만원)

교육기간

수강료

교재비

한글문서작성
(초급~중급)

6/1~6/26 (12회)
(월,수,금) 10:00~12:00

6만원

9천원

엑셀활용(초급~중급)

7/15~8/10 (12회)
(월,수,금) 10:00~12:00

6만원

1만2천원

6/9~7/2, 7/14~8/13 (8회)
(화,목) 09:30~12:30

6만원

1만3천원

ITQ 한글

6/8~6/29 (10회)
(월,수,금) 13:00~15:00

6만원

1만2천원

ITQ 엑셀

7/1~7/27 (12회)
(월,수,금) 13:00~15:00

7만원

6/9~7/2, 7/7~7/30 (8회)
(화,목) 14:00~17:00

7만원

파워포인트 활용
(초급~중급)

ITQ 파워포인트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

6/8~7/3 (12회)

실기

7/6~7/31(12회)

1만2천원

필기

1만2천원

실기

2만원

8만원

커피/차 교육
교육일정

수강료(재료비)

6/2 (화,1회)
6/5 (금,1회)
10:00~12:00

각 1회당
2천원(2만원)

바리스타1급
자격증

6/4~8/27 (11회)
(목)9:30~12:00

25만원(33만원)

핸드드립 자격증반

6/1~7/27 (9회)
(월)10:00~12:00

15만원(15만원)

다양한 핸드드립 기구를 이용하여, 추출기술을
가져 작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검정

바리스타 카페 입문

6/12~7/31 (8회)
(금)10:00~12:00

10만원(22만원)

핸드드립, 카페라떼, 카푸치노, 딸기스무디
아포카토 등 실습

바리스타 카페 심화

8/17~9/18 (10회)
(화,금)10:00~12:00

10만원(28만원)

라떼아트 기초반

6/9~7/14 (6회)
(화) 10:00~12:00

15만원 (15만원)

바리스타 2급 (실기)

6/3~7/22 (8회)
(수) 10:00~13:00

43만원
(재료비포함)

커피 원데이 클래스

5/19~7/16 (16회)
7/21~10/20 (24회)
(화,목) 09:30~11:30

16회 : 10만원
24회 :15만원
(재료비별도)

홈패션 초급

6/3~7/22 (8회)
(수) 10:00~13:00

9만원(재료비 별도)

재봉틀 기초, 생활용품 등

아기용품 DIY

6/3~7/22 (8회)
(수) 10:00~13:00

9만원(재료비 별도)

아기이불, 모자, 턱받이 등

홈패션 중급

13만원(재료비 별도)

키위청, 라즈베리레몬청, 밀크&얼그레이 투톤밀크잼,
앙버터떡

수시모집 (12회)
(수) 10:00~13:00

홈패션 고급

수시모집 (12회)
(수) 10:00~13:00

13만원(재료비 별도)

고농축 파인애플청, 비비빅(팥)우유, 흑임자밀크잼,
수박설기

패션의류 기초

6/12~9/4 (12회)
(금) 09:30~12:30

12만원(10만원)

그린티마카롱, 쿠키앤크림 마카롱, 티라미수마카롱
스트로베리마카롱, 헤이즐넛마카롱, 인절미마카롱

피넛쿠키, 마블마들렌, 허니레몬컵케이크,
스트로베리스펀지케이크
4만원(6만원)

바닐라슈거쿠키, 크랜베리아몬드비스코티,
블루베리크림치즈컵케이크, 초코바나나스펀지케이크

제과기능사(실기)

6/17~9/24 (26회)
(수,목) 10:00~13:30

45만원
(재료비포함)

제과기능사 실기 기출품목 교육과정

한식조리기능사

5/25~7/7 (20회)
(월,화,금) 13:30~16:00

38만원
(재료비포함)

한식조리기능사 이론&실기 기출품목 교육과정

4만원(3만5천원)

열무김치, 가지소박이/부추김치, 깍두기, 오이지/
양배추김치, 오이소박이, 배추물김치/
수박나박김치, 고구마순김치
불고기토마토샐러드, 멜론브로콜리주스/
아보카도달걀샐러드, 당근라이스주스/
한치를곁들인파스타샐러드, 토마토바질샐러드/
버섯구이샐러드, 검은깨바나나주스

시원한
여름김치

6/8~6/16 (4회)
(월,화) 10:00~12:30

면역력 UP! UP!
샐러드&주스

6/22~6/30 (4회)
(월,화) 10:00~12:30

4만원(4만원)

여름면요리

7/6~7/15 (4회)
(월,수) 10:00~12:30

4만원(3만5천원)

건강
여름 보양식

7/20~7/29 (2회)
(월,수) 10:00~12:30

2만원(3만원)

장어구이, 수삼냉채/ 인삼감자옹심이, 추어탕

6만원(5만원)

감자멸치고추장볶음, 오이갑장과, 시래기된장지짐/
소고기장조림, 매운두부조림/
꽈리고추멸치조림, 오징어채볶음, 잡채/
닭다리조림, 열무무침, 연근조림/
도라지생채, 새송이장조림, 미역줄기볶음/
파래김무침, 오이지무침, 땅콩조림

맛깔스런 밑반찬

8/12~8/31 (6회)
(월,수) 10:00~12:30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과정
(사)월드커피바리스타협회
※협회상관없이 2급자격 소지자만 가능

엄마손가정식

6/9~6/30 (4회)
7/7~7/21 (3회)
8/11~8/25 (3회)
(화) 10:00~12:00

4회
4만원(4만원)

잔치국수, 해초비빕국수/팥칼국수, 베트남쌀국수/
해물볶음우동, 메밀국수/차돌해물짬뽕, 해물칼국수

차돌박이우거지찜, 버섯달걀장조림
가라아게, 냉우동샐러드, 감자달걀샌드위치,
투움바파스타, 감자함지쌈과 스리라차드레싱,
순두부찌개

프로그램
엄마도
유튜버 시대

내용

6/1~6/22 (4회)
6/29~7/20 (4회)
(월) 10:00~12:00

6만원

촬영기법, 영상편집,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업로드 등)
준비물 : 스마트폰 대상 : 40대 이상~

리본아트,선물포장

젤리비누

6/18 (1회)
(목) 10:00~12:00

4천원(6천원)

다양한 젤리비누

라탄공예

6/24 (1회)
(수) 10:00~12:30

4천원(2만원)

라탄 티코스터 1set

천아트

6/25 (1회)
(목) 10:00~12:00

2천원 (5천원)

천아트로 나만의 파우치 만들기

레진아트(소주잔)

7/1 (1회)
(수) 10:00~12:00

2천원 (1만8천원)

차량(석고)방향제

7/2 (1회)
(목) 10:00~12:00

6천원(6천원)

썬케쳐

7/8 (1회)
(수) 10:00~12:00

2천원(1만3천원)

일자형 썬케쳐

다육공예

7/9 (1회)
(목) 10:00~12:00

4천원 (1만5천원)

내가 디자인한 다육공예

화훼장식
기능사 실기

수시모집 (10회)
(화) 10:00~12:30

40만원
(50만원)

먹 일러스트

6/1~7/20 (8회)
(월) 10:00~12:00

8만원
(6만8천원)

라탄공예 A

6/5~7/10 (6회)
7/17~8/28 (6회)
(금) 10:00~12:30

5만원(5만원)

티 코스터, 채반, 원형 바구니, 미니손거울

라탄공예 B

6/5~7/10 (6회)
7/17~8/28 (6회)
(금) 10:00~12:30

5만원(7만원)

원형 바구니, 화병, 거울, 컵홀더 티코스터 1set

8만원(5만6천원)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자체 배우는 과정

규조토케어아트

라떼아트원리, 결하트, 튤립, 로제타 등

(앙금꽃) : 장미/러넌큘러스, 베리/애플블러썸, 수국
(절편꽃) : 장미, 애플블러썸, 백설기 실습
3만원(12만원)

수강료(재료비)

2천원(1만원)

숙주볶음과 차돌박이구이, 오이장아찌, 꽃게된장찜,
꽈리고추찜, 마늘간장치킨, 명란순두부탕

앙금&절편꽃
떡 케이크

교육일정

6/17 (1회)
(수) 10:00~12:00

밀크스티밍실습, 밀크폼, 라떼실습, 카페실무 등

(사)한국커피협회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기초박음질, 인체 계측·재단,
제도 및 패턴 등

리본아트&선물포장

감성글씨
캘리그라피

6/19~7/10 (4회)
7/17~8/21 (4회)
8/28~9/18 (4회)
(금) 10:00~13:00

잠옷바지, 발매트, 숄더백, 캉캉바란스,
자유작품 등

원데이 클래스 작품 사진은 블로그 참조 (blog.naver.com/cwdc2833220)

고소한 오이콩국수, 깻잎김치, 돈가스, 부타지리,
양배추샐러드, 소고기가지파니니, 감자그라탕

3회
3만원(3만원)

개인 자유 작품 진행

공예&여가

아몬드튀윌, 화이트그린티컵케이크, 견과브라우니,
얼그레이파운드케이크

내용
카페라떼 만들기
(라떼아트 맛보기 포함)

패션의류 창업

자몽청, 패션후르츠청, 딸기블루베리잼,
반전(용돈) 떡케이크 ※ 케이크에 들어갈 현금지참

1만2천원

(월,수,금) 15:10~17:10

프로그램

초간단
홈베이킹

6/16~7/7 (4회)
7/14~8/18 (4회)
8/27~9/17 (4회)
(화) 10:00~12:00

6/8~8/31 (12회)
10만원
기초 봉제, 바지수선, 청바지 리폼 등
(월) 09:30~12:00
(6만원, 원단 제외)
5/19~7/16 (18회)
18회 : 12만원 (재료비별도)
7/21~10/20 (24회)
손바느질, 재봉틀 기초, 여성 생활복 등
24회 : 15만원(12만원)
(화,목) 13:00~15:00
5/19~7/16 (18회)
18회 : 12만원 (재료비별도) 남성 생활복, 색동조끼, 저고리,
7/21~10/20 (24회)
24회 : 15만원(25만원)
두루마기 등
(화,목) 13:00~15:00

초코마카롱, 얼그레이마카롱, 바닐라솔트마카롱

3만원(8만원)

기초 봉제, 기존 의류 리폼 등

한복 만들기(중급/고급)

바닐라마카롱, 크림치즈마카롱, 아몬드마카롱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15만원(재료비 별도)

스트로베리 다쿠아즈

7/24 & 7/31 (2회)
(금) 10:30~12:30

심리카운슬러(부모교육·코칭)
애니어그램의 성격유형(가족관계 개선)

6/8~8/31 (24회)
(월,수) 14:30~16:30

2천원(1만원)

건강
다이어트 한끼

6/12~7/31 (8회)
(금) 10:00~12:00

인견마스크, 인견 때수건

의류 리폼 기초

초등 학년에 맞는 학습지도 방법 등

심리카운슬러 초급
(미래여성교육진흥원)

5천원(1만5천원)

찰보리가루로 직접 만드는 건강한 웰빙간식

15만원(4만원)

표준화된 정리수납법 등

6/11~6/18 (2회)
(목)15:30~17:30

2천원(2만5천원)

6/10~7/29 (8회)
(수) 10:00~13:00

8만원
(1만1천원)

공주드레스 만들기 (겨울왕국 엘사드레스)

여름 인견 마스크

중등 학년에 맞는 학습지도 방법 등

6/12~7/31 (8회)
(금) 10:00~12:00

3만5천원(별도)

블루베리 마카롱

20만원(2만원)

정리수납전문가 2급
(한국정리수납협회)

내용

5천원(1만5천원)

7/10 & 7/17 (2회)
(금) 10:30~12:30

12만원(1만원)

수강료(재료비)

냉모밀국수, 오코노미야끼

맛있게! 건강하게!
이탈리안식 저탄고지
다이어트 레시피

아동요리 프로그램 운영 등
(재료비 12만원 별도)

교육일정
6/19~7/24 (6회)
(금) 14:00~16:00

2천원(1만5천원)

간편 캠핑푸드

6/11~7/16 (6회)
(목) 10:00~12:00

프로그램
내아이
공주 여름 드레스 만들기

유대인의 하브루타를 적용한 질문이
있는 대화와 수업의 실제

아동요리지도사 2급
(한국지식자원개발원)

패션교육

※ 요리교육 준비물(공통) : 개인행주, 앞치마, 필기도구

(앙금꽃) : 소국, 대국/ 동백, 리시안셔스/카네이션
(절편꽃) : 러넌큘러스, 소국, 단호박설기 실습

감성플라워

(앙금꽃) : 작약, 튤립/후리지아, 백일홍/잉글리쉬로즈
(절편꽃) : 카라, 흑임자설기 실습

바른자세 교정운동
(맵시무브먼트)

6/1~7/20 (8회)
(월) 10:00~12:00
6/9~6/30 (4회)
7/7~7/28 (4회)
8/11~9/1 (4회)
(화) 10:00~12:00

나만의 소주잔 (4SET)
※ 소주잔 무료제공

차량용 석고 방향제

‘20 정기 기능사 실기 3~4회 실기 대비
먹 일러스트 기초, 발묵법, 채색등
먹과 물감의 조화

4만원(4만원)

프리져브드 규조토 꽃 액자, 규조토 선인장,
규조토 계란, 규조토 닭, 규조토 신발,
규조토 시계 등

6/4~6/25 (4회)
7/2~7/23 (4회)
(목) 10:00~11:30

4만원(10만원)

테이블 센터피스, 우리집 공기정화식물식재,
화병꽂이, 테라리움, 행운을 불러오는 리스,
유니크한 호접난 식재, 콘트리, 수경식물식재,
꽃바구니, 다육 심기, 핸드타이드, 행잉 포맨더

6/2~9/3 (24회)
(화,목) 11:10~12:10

4만5천원

굳고 뭉쳐있는 몸을 스스로 풀어 바른 자세로 교정
※개인 준비물 : 맵시베개, 맵시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