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봄·여름학기 
 노년사회화교육프로그램 종합안내

수강기간: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9월 24일(금), 20주

○ 수강접수안내
Ÿ 대상: 복지관 회원(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 1960년이전 출생) Ÿ 중복신청불가: 동일 시간대, 동일 과목, 수준별 과목

Ÿ 접수기간: 2021. 4. 5.(월)~4. 16.(금) ※본인 방문접수                  ※입문과목과 동시 선택 불가
Ÿ 추첨: 2021. 4. 19.(월) ※정원초과 시 추첨 Ÿ 수강료: 주1회 5,000원, 주2회 10,000원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교재비, 재료비 별도 개인 부담

  평생교육영역

구분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교육장소 정원 강사명 수강료(원) 교재비
(재료비)

1 훈민정음(한글문해) 화, 금 10:00~11:30 2층 채움실 15명 홍욱기 무료 -

2 한문 월, 수 13:00~14:00 2층 소성홀 18명 홍욱기 10,000 -

3 ABC영어(입문) 월, 목 10:00~11:00 2층 배움실 15명 김성연 10,000
교재비 

12,000원

4 영어야놀자(회화) 월, 목 11:00~12:00 2층 배움실 15명 김성연 10,000
교재비 

13,000원

5 니하오중국어(입문) 화 10:00~11:00 2층 배움실 15명 최연봉 5,000 교재비 
10,000원

6 워아이니중국어(회화) 화 11:00~12:00 2층 배움실 15명 최연봉 5,000 교재비 
10,000원

7 곤니찌와일본어(입문) 금 10:00~11:00 2층 배움실 15명 하시모토
시노부 5,000

교재비 
12,000원

8 다이스키일본어(회화) 금 11:00~12:00 2층 배움실 15명 하시모토
시노부 5,000 -

  취미여가영역

구분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교육장소 정원 강사명 수강료(원) 교재비
(재료비)

1 한문서예 월 10:00~12:00 2층 창작실 20명 윤길주 5,000 -

2 종이공예 화 10:00~11:00 2층 소성홀 18명 서선옥 5,000
재료비

20,000원

3 수채화 화 13:00~15:00 2층 창작실 20명 이미숙 5,000
재료비
7,000원

4 청춘기타입문 화 13:00~14:00 2층 소성홀 18명 안은정 5,000 -

5 청춘기타연주 화 14:30~15:30 2층 소성홀 18명 안은정 5,000 -

6 한글서예 수 13:00~15:00 2층 창작실 20명 김상철 5,000
교재비

13,500원

7 캘리그라피 목 10:00~12:00 2층 창작실 20명 장인옥 5,000
재료비

30,000원

8 민화 목 13:00~15:00 2층 창작실 20명 유소정 5,000 -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Mohandas Karamchand(Mahatma) Gandhi(1869~1948)



  정보화영역

구분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교육장소 정원 강사명 수강료(원) 교재비
(재료비)

1 컴퓨터기초 금 10:30~11:30 2층 셈틀실 8명 김영미 5,000 -

2 스마트폰기초(5주) 수 10:00~11:00 2층 열정실 15명 김영미 5,000 교재비 포함

3 스마트폰중급(5주) 수 11:20~12:20 2층 열정실 15명 김영미 5,000 교재비 포함

 특별과정

구분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교육장소 정원 강사명 수강료(원) 교재비
(재료비)

1 교통안전베테랑교실
안전보행교육 화 10:00~11:20 2층 열정실

1기 13명
2기 12명 김명진 무료 -

  백화온택트아카데미  유튜브‘백화TV’
백화온택트아카데미로 집에서도 백화와 함께 하세요!

 

다이어트태보댄스(이승철)
치매예방교육

(태안군치매안심센터)
우리춤체조(서현옥)

온택트청력교실
(포낙보청기)

온라인헬스데이(이기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백화노인복지관’을 검색하세요.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복지관, 복지관의 자랑이 되는 지역사회”

37142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3(남문리 364-5)

전화 | 041)675-9422~4 팩스 | 041)675-9425

다이어트태보댄스(이승철) 우리춤체조(서현옥)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태안경찰서)
백세건강교실(김소영)

인문학클래스_손자병법
(유동환교수)

종이공예(서선옥) 퓨전실버민요(안수빈) 레크가요(이승선) 기혈선체조(가광순) 온택트영양교육(문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