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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주민 누구나, 원하는 경우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다양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학습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

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행복학습매니저를 통해 필요한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마

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내 학습공동체가 활발히 이루어 집니다.

남평행복학습센터

남평행복학습센터는 지역의 지식정보문화센터이자 평생학습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지역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독서문화 서비스를 통해 사람과 책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오래도록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겠습니다.

센터명 위치 운영시간

남평행복학습센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3로 14-13 (주중, 토) 

09:00 ~ 20:00

청출어람행복학습센터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천연염색의 발생지, 문화유산의 흔적을 찾는 땀방울 그리고 곱디고운 자연의 빛깔을 담아내려는 의

지 등이 가득한 곳. 나주에서 전통천연염색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림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1,000여명천연염색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그 중 50여명이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천

연염색 공방들이 입주하여 관람교육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다양한 실무중심의 기본이론과 실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여가문화 및 가족 학습문화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질

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희망을 갖게 하고자 함

센터명 위치 운영시간

청출어람행복학습센터 전남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79 (주중,주말) 

09:00 ~ 18:00

마한문화아카데미행복학습센터

(사)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카리나 연주와 에니메이션

을 배우는 기회를 갖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연주하는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갖습니다. 오카리나는 흙으로 만들어 자연과 가장 가까운 악

기로 천상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센터명 위치 운영시간

마한문화아카데미 행복학습센터 전남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주중,주말) 

09:00 ~ 18:00

명하쪽빛

명하쪽빛 행복학습센터는 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통 오방색과 천연 염색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확산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하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과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소통센터로의 역할도 함께 해 나갑니다.

센터명 위치 운영시간

명하쪽빛 행복학습센터 전남 나주시 문평면 명하길 13-7 (주중,주말) 

09:00 ~ 18:00

 >  > 네트워크 행복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행복학습센터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edu/network
http://www.naju.go.kr/edu/network/happyedu
http://www.naju.go.kr/edu/network/happyedu/intro
http://naver.me/xitLwO1P
http://naver.me/5HvytdLr
http://naver.me/5WaUHhur
http://naver.me/xjNYJrDP


홍련마을

홍련마을 행복학습센터는 주민들의 지역공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유형별 활력화 프

로그램 운영으로 소일거리 개발 및 복지실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센터명 위치 운영시간

홍련마을 행복학습센터 전남 나주시 산포면 화지길 28-7 (주중,주말) 

09:00 ~ 18:00

화탑

화탑행복학습센터는 화탑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업과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브 원예 상품만들기 교육을 통해 원예프로그램 체험강사 양성, 마을 원예 가꾸기, 원예상품 제작 판매를 통한 소득창출 및 소득증대

화탑마을 공동체 활성화

즐거운 여가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와 지역주민 복지와 건강증진

지역주민의 직업개발 및 소득창출 기여

센터명 위치 운영시간

화탑 행복학습센터 전남 나주시 세지면 화탑길61 (주중,주말) 

09:00 ~ 18:00

DSLR아트 행복학습센터

DSLR아트 행복학습센터는 사진 취미반 강좌를 개설하고, 사진촬영을 통해 주민들의 자신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 주민들의 생애와 전통자원과 마을역사를 기록하고 촬영하는 등의 재능기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센터명 위치

DSLR아트 행복학습센터 나주시 다도면 동력길 11-5 

풀뿌리희망문화학교

문평면 풀뿌리희망문화학교는 지역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며 소통과 나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교육, 문

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힐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센터명 위치

풀뿌리희망문화학교 나주시 문평면 체암로 302 

동뫼골마을 행복학습센터

동뫼골마을은 학습자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합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론과 실기를

전문강사를 통해 배우고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센터명 위치

동뫼골마을 행복학습센터 나주시 다시면 신석동산길 30 

상남살래 행복학습센터

상남살래 행복학습센터는 상남마을 내에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상남마을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에 참가하고, “상남살래” 방송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고향으로 귀농·귀촌하는 새로운 마을 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센터명 위치

상남살래 행복학습센터 나주시 남평읍 상남길 6 

(http://www.naju.go.kr)

http://naver.me/xGn0m5X8
http://naver.me/GGuG8mge
http://naver.me/5DhmFkpX
http://naver.me/xmf4TNXu
http://naver.me/GCMQLM4N
http://naver.me/FN21q2kj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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