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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보

흙으로 만든 악기, 천상의 소리 오카리나

4.5.~11.29. 매주 목요일

박물관에서 배워요!

10:00~12:00 / 15명

박물관과 함께하는 탈색한지공예(초급반

4.5.~9.7. 매주 목,금

)

14:00~16:00 / 15명

박물관과 함께하는 탈색한지공예(중급반
)

내

용

친환경 소재(흙)로 만들어진 오카리나, 국립나주 박물
관의 컨셉에 맞춰 마한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한지를 이용하여 실생활에서도
8~9월(예정) / 15명

사용할 수 있는 공예로써 성취감과 자기 만족의 기쁨을
갖게함

화탑마을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마음을 치유하는 원예

즐거운 장구 길라잡이

심신 단련 건강 요가

수강정보
4~12월 / 4.3~12.31. 매주 화요일
18:30-20:30 / 27명

내

용

허브가든을 활용한 허브원예상품 만들기 교육을 통해
원예프로그램 체험강사, 마을원예 가꾸기, 원예상품 판
매 등을 연계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4~12월 / 4.2. 매주 월요일

주민이 참여해 농작업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

18:30-20:30 / 25명

거운 여가활동 활성화

4~12월 / 4.5. 매주 목
18:30-20:30 / 20명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마을주민 건강 증진

명하쪽빛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오방색으로 디자인하라

수강정보
6~8월 / 6.5. 매주 화
6.5. 9:30-12:30 / 15명
5~7월 / 5.4. 매주 금

손작업(1기)

5.4.9:30-12:30 /15명

내

용

오방색으로 디자인하기

규방공예

5~6월 / 15명. 매주 화.5.1.(13:00-16:0
천일화(프리저브드)

0)

천일화(프리저브드)교육 이수자

목5.3.(9:30-12:30)
손작업(2기)

7~10월(예정) / 15명

규방공예 이수자

홍련마을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수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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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전통 바느질 공예

쪼물딱 도자기 배우기

수강정보
수강정보
3~12월 / 매주 토요일
3.31.(토) 10:00-12:00 / 15명
3~12월 / 매주 토요일
3.31.(토) 13:00-15:00 / 15명

내
내

용
용

내

용

전통 바느질 배우기

도자기 배우기

청출어람(천연염색)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한땀한땀 행복 나누기Ⅱ

직조기를 이용한 제품만들기

우리동네 바느질 이야기Ⅱ

상상력을 표현하는 천연염색공예기

수강정보
4.3~6.26. / 매주 화요일
14:00~16:00 / 15명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핸드메이드제품 만들기

4.3~6.26. / 매주 화요일

직조기를 이용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제품

10:00~12:00 / 15명

을 만들도록 함

7.10~10.2. / 매주 화요일
10:00~12:00 / 15명

전통을 알고 현대와 접목시킨 규방공예 소품 만들기

7.10.~10.2 / 매주 화요일

기존에서 보여지는 천연염색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변

14:00~16:00 / 15명

화의 천연염색을 표현하는 섬유예술공예품 제작

남평행복학습센터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맛있는 책놀이 리딩푸드

수강정보
8.7~17 / 매주 화,토
13:30~15:30 / 15명

내

용

책을 통해 느낀 감정을 푸드라는 매체로 표현하는 과정
에서 창의성을 키우고, 표현된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자
신감과 자기효능감을 갖게 하고자 함
마술을 배우면서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력을 카우고,

마술로 배우는 창의력

8.7~17 / 매주 화,토

관찰과 사고과정을 통해 추리력, 반복된 연습을 통한 행

13:30~15:30/15명

동 인지력, 현상 이해와 연기를 통한 표현력과 집중력을
개발하고자 함
주판알을 올리고 내리는 조작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스

빠른센 주산과 암산

8.7~17 / 매주 화,토
10:00~12:00 / 15명

스로 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수의 개념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머릿속 주판의 이미지를 떠올려 계산하
는 암산을 통해 덧셈과 뺄셈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독서마인드맵을 통해 책에 대한 기억력을 높이고 책의

독서마인드맵지도사 1·2급

3.13.~6.15 / 매주 화요일

내용을 더 창의적이게 활용하고 생각의 폭을 더 넓힐 수

10;00~12:00 / 15명

있는 발문법을 통해 독서지도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함

모두 함께, 라인 댄스

알로하~우쿨렐레

이야기 속으로 풍덩~초등 연극놀이

이야기 속으로 풍덩~유아 연극놀이

3.14~6.1. / 매주 수, 금요일
10:00~11:30 / 15명

3.17~6.9 / 매주 토요일
10:00~12:00 / 15명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즐거운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스트레스 해소와 다이어트에 효과를 증
진시키고자 함
간단한 노래와 반주를 할 수 있어 접근하기 좋고 클래식
기타처럼 핑거스타일 연주가 가능한 연주가가 될 수 있
도록 하고자 함

3.17.~6.9. / 매주 토요일

극 놀이, 오감놀이, 신체 놀이를 통해 동화 속의 주인공

11:00~12:00 / 15명

이 되어 창의력, 자신감을 깨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17.~6.9 / 매주 토요일

극 놀이, 오감놀이, 신체 놀이를 통해 동화 속의 주인공

10:00~11:00 / 15명

이 되어 창의력, 자신감을 깨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창의적인 책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와 어린이의

엄마표 책놀이

9~11월(예정) / 15명

독서의욕고취
- 어린이책놀이지도사 2급 자격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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