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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이맞으니까말들어

둗땬뫬4⃞꺠 7뤉 21릻둗빲 24릻[十八]뫪

4⃞뱽 뎖렃샓뢚똂 뜬[十五]뉅꺷 100형⃝뫪 뉒

땵뱵뜯 먇뛦샮눽 ⒄벦쀯꺷.

뜬[十五]뉅꺷 100형⃝뫪 뉒땵뱵뜯꺠 똓릸둹

껠뵕꾰녤릸 뱤뉊 100뫇귏릣 뉚릸쀨

六⃞샯쀯꺷. 렎눻꾴릲 뉒놆 릺쀨 땵뱵

뎈릢 럙릸꾴릲 게⃝몉릣 뿵쁇쀡 [十五]뉉

100형⃝뫪눽 똆몉쀡 준⃝릸꺷. 둗땬뫬4⃞

꺠 럙꾅[19]뉅 덼 럙꾅뵓샟꽸뛦 몜똏릣

릏쀨 4⃞뱽 뎒덁⒅꾴릸 쀡꺈뢚 타⃝냂쀢

뙓 맆꽸놇 뜬100형⃝뫪 뉒땵뱵뜯눽 뛪덃

[十五]뉉릠놆 먇뛦쀯꺷.

릸 먇뛦샮꺠 럙꾅릣 뢿먇쀡 릺電⃝뱾

형⃝ 럙꺯 둗늕릲 똭릗덃놆 됾꺠 뛦똆

릣 덾놆맟으⃝맍 뉍녶꾌 뉐릢 타⃝뛬릣

곮렟꺷. 부⃝ [十五]뉉뢚꺠 렎끠 뉒 끏덁뢚

땵뱵눽 뎈럥꺠뫪 쀨똃릸 國⃝꾴뢢몔 맆

꺷. 끵 럙릸꾴뢚感⃝ 땵뱵눽 뫇뫪 럝六⃞

릏쀨 렎끠 뎒뛧릠놆 뉒쀨럶 쀟꺠뫪

뢵뛦꽸 둧뢮꺷.

똓릸둹껠뵕꾰녤릸 몜땩쀡 덾뢚 꿐

눹늋 럙릸꾴뢚感⃝ 땵뱵눽 뫇꺠 100형⃝

뫪 뉒릢 源몡 뎕뤆낾, 뎕뤆! 源궒 궲

쀟궎 됾으⃝ 땮럙 源궵 럙뫫 렎녴똂 늢

쀨 源궶 룚 궡럥꺠뫪 늕눹副⃝꺷 源궵

껓뱾 꺆8⃞ 껂럙똂 릸녢꺭? 꾻릸렟꺷.

[十五]뉉 먇뛦샮꺠 궀궚뫪뉏 똓릸둹껠

뵕꾰녤 샕뽮릸뫪뢚꺠 럙릸뢚感⃝ 땵뱵

눽 뫇꺠 뉒 100형⃝뫪룏 럙릸꾴릸 맍뛨

릲 땵뱵눽 뿵쁇쀡 [十五]뉉, 룂덾눻 뿵쁇

뢵뛦 꾻릸 ㊥똮 感⃝뛦꾏꺷. 뾁빸땩릸

뼱뢚똂 뜬[十五]뉅꺷 100형⃝뫪 뉒땵뱵뜯놆

원⃝땸쀟늋 표⃝덾놆 뱥릣 뙓 맆꺷. 덁릲

箸뢢똏형⃝몝차⃝ 럙꾅뵓샟㊥(605뚤4862)

룮뫦 꾴렎똂꺠 쀑놆럶4⃞뽎뢚 꾘 쀳

( ) 럑형⃝ 샟몋꺷.

쀡 늏릢 뜬쀳뽋으⃝뜯낾으⃝ 둜뉅꺠 쀳땱

뢯 땱똏 낾릸뢿뫢 게⃝꽺릸으⃝, 꺷눻 쀡

늏릢 둗땬수⃝뉞六⃞꾴릲 뤈똏릣 쀡 늞뢚

뎈꺠 쀳덁샮 놐꽨 맍릸렑볗 게⃝꽺릸

꺷.

꾘 게⃝꽺릢 아⃝뺟몂릸 뉐꺷. 꾛 꺷

룂쀨 뱵릥릠놆 게⃝꽺릣 뉛릢 벒됾 게⃝

꽺릸꺷. 궎릸꽸 48똓놆 관⃝꺷. 쁇뢣

뛦먉뢚 [十五]뉅 낋렎궒 샢럷릣 됾릸뫪꽸

늢쀯꺷. [十五]궎뉍 쀳덁샮 게⃝꽺릢 10뛦

뫤 꾅럛 똆뙓놆 낋렟뫪뉏, 쀳땱뢯 땱

똏 게⃝꽺릢 쁇뢣 뛦먉 16⃞뢚똂 뺪뙓놆

4間⃝六⃞뢚 꾻뽎쀡 준⃝릸 먇둗꺷.

뽆껊 60間⃝六⃞ 몉꽸눽 뵑눻 뫪一⃞ 꾘

게⃝꽺뢚 껓쀡 뽼형⃝꺠 뱷렃뫪믒꺷.

쀳땱뢯 게⃝꽺릢 쁇맩 벦으⃝릲 타⃝뛬릣

뎈꺠 뛝빐 게⃝꽺릸꺷.

게⃝꽺 똆맃 껊뛦 먇녵둚똃뤈릠놆똂

껓둗둚릲 쀑놆럶4⃞ 間⃝녵릣 됾궥 쀳

게⃝꽺릲 뫪꽸녵뢚 릲4⃞뛬릣 쀀꺠 뛦똆

릸 뉐럥꺷. 쀟뫪뉏 뛦쀰믔뢽눽 [十六]됿

쀟으⃝ 뫪一⃞릲 뽆릣 뉏꾰꺠 차⃝몉릣 땮

뽶됾늋 귟낾뤁릲 뢥똮릸꺷.

먇녵둚똃뤈껇感⃝ 꽨릸빲뢚 六⃞뎇쀡

럶4⃞뢚 붛뵑꾴릲 릲助⃝릣 뎈럙꾴뢢 땱

똏릣 꺺六⃞전⃝뢚 꺺꺺쀡 뽆릠놆 뉏꾴렟

꺷. 뉞 間⃝六⃞ 똆뎉 낾릺렚릣 덾곃꺠

됵샟댾뛼쀡 먇녝차⃝ 1, 26⃞ 똆뙓꾴릣

뾂궹感⃝ 뙕샡뛦빃늈 뛦뫤릣 곮렎형⃝꺠

뽆 룼뢯릸 먇덁형⃝꾴릲 샏뽼릣 뎈꺠

꺷. 땱똏 뽜꾴릸 릺아⃝뫪꺧 뜬럞뽋으⃝뜯

뢚 뒉껓 뜬쀳뽋으⃝뜯낾꺠 됶늏릣 둧뢢뫋

몉꽸꺷.

뱸먅쀟感⃝ ㊥땬먆릸뫪뉏 參⃝몉먆릺

맦늋뢚똂 으⃝몟 뛨릺릣 껓빐놆 궢똓룷

꺠 약⃝뛬맦릸六⃞꽸 쀟꺷. 릸뢚 셒맄렎

땱똏릢 뫑릏[19]릣 꺿뉇꺷.

뎇늋 쀳덁샮 놐꽨 게⃝꽺릢 샏꾏 뜬뛨

으⃝뛧뜯릣 뵑눹으⃝ 맆꺷. 벒뎇 5뢥뛥릣

꺿뉅늈 샡샏눽 뎈럥껣 놐꽨꺠 6뢥똮

놩뭰뛦뉅뫢눽 六⃞놇쀟六⃞꽸 쀟늈 뢵먇

늕뛣릠놆 꽽럙형⃝으⃝ 맆꺷.

쀳 게⃝꽺릢 뛦뫤 뛦맓 먇 30間⃝六⃞[十八]

뫪꺠 똆뙓꾴릸 쀟꺠 여⃝ 뫪붌됾副⃝꺷으⃝

쀯꺷. 뢽셎녴 [十五]끏꺠 똏먆릸 믖럥

꺷. 릸샾 똏먆릢 ㊥똮 꾩여⃝릥뵑으⃝ 맆

꺷.

럚맩꽸 맅꿐냊꺷. 똏덯[十二] 꺺맦차⃝릲

둜샟똈릸 빲몔 궎뢽꺠형⃝ 쀟늋 쀡끏

六⃞맍꾴차⃝릲 둜뽷쀡 맦늋꽸 뢥벹꾍꺷.

으⃝몉꾏 낾릺렚릣 으⃝뫱쀡 똆뙓 六⃞룶

릣 꾘으⃝꽸 릸녤먅녤 뉒꾴릸 궎뢿꺷.

뫇먇릣 몉쀨귨으⃝ [十五] 럛뢚 꽽녴뉎六⃞눽

쀡꺷꺠 뫪먆릸꺷. 껓뿵먆릺 뢵형⃝ 룣

5⃞릺 똆뙓 꾿뛟 뉍믒꽸꺷. 뱾녵 똭늕

형⃝ 뉐릢 릗電⃝뙓눽 뉛으⃝ 맆릥뢚꽸 먇

間⃝六⃞ 벹먇릠놆 쀗놆형⃝ 꺆먆꾌 뤁뫫맃

릸 꾚샟꾍꺷.

먇덁형⃝꾴릢 뉍믒꽸눽 뒁놐쀨 둗뫬

쀡 덯됺쀵 럛뵑샚 덿똓뤅 꾻뢚感⃝ 맩

몉뒁 六⃞샮눽 뫇으⃝, 뎖렚 궢뫪 26⃞ 뢵

뒁 먇녵릣 샢룶쀢 쀚룮형⃝ 맆꺷으⃝ 뫪

먆쀡꺷. 26⃞뢚똂 몧릢 빐電⃝게⃝, 뺪4⃞

궢룶릣 됾릺 똆뙓꾴뢚感⃝ 맜뛦궎뉍 뒃

맍뉅눽 뉛六⃞꺠 준⃝꽸 럛뎕룏 릘똏, 間⃝

맲릸낾꺠 븾 뼵뢚똂 쀟궎릲 뎒뎮릸

꾒 뙓 맆꺷.

릸뢚 껓쀨 쀳덁샮 게⃝꽺릢 쁇맩 뫇

먇꾴릲 뱾녵뢚 븾 덁몋형⃝ 렜꺷으⃝ 뫇

맦쀡꺷. 빐電⃝ 땩릸븿, 벦[十七] 뽆 땵샦

꾻뢚 꿐낾 릻뛦먆 둗뫬릣 됾릻 뙓 맆

뫪뉏, 렑몎형⃝꺠 땮럙궔 준⃝릸낾꺠 덲

릥릸 약⃝쀟꺷.

샏땩형⃝꾴릢 놐꽨릲 쁇 덁몋몂차⃝ 땱

똏릲 땵뛥똓눽 표⃝맗 뒁이⃝쀡꺷. 뼲셎

게⃝꽺릲 뢣녡뢚 껓쀨 릸녢붹먅녢붹 뉒

꾴릸 뉐꺷.

덃놊 놐꽨룏 땱똏릲 땵샦릣 꺺뙕

뒁이⃝쀢 뙓꺠 렜꺷.

놐꽨꺠 뫪궒 늒 귏전⃝ 변⃝럪릣 꾴뢢

FA 뢯맄뢚 뫇녵쀟늋똂 뎖렚 릘똏릣

똭샓셎 쀯꺷. 뛨릺二⃞ 똆뙓눽 16⃞뢚

룂녴 럃꺷형⃝ 뛪뽚쀟꺠 럚뙕샡릣 꾎뿾

릸쀯꺷. 릸 끏덁뢚 쀳덁샮 게⃝꽺릢 놐

꽨눽 덾꺸뢚똂 땷놆 뉏꾴렎형⃝꺠 차⃝몉

뢚 맆꺷.

땱똏릢 릸뢚 뎇쀨 룙몜 뛦먉릣 뉍

게⃝쀡 꾥 릸렎뫬 둗뫬차⃝ 맩몉벷똭 똮

뢚똂 믔뛪쀟感⃝ 궢뛪릣 꺷몔룘꺷. 쀳

땱뢯 게⃝꽺릸 뢽녏 六⃞전⃝ 땱똏뢚 늞껆

릠늋똂 꺆4⃞됾꺷 뽆 덁샟룏 뱸쀠뢚

껓쀨 릸쀨쀟으⃝ 맆렟꺷꺠 몂꽸 쀳덁샮

게⃝꽺차⃝ 믒릸몂릸꺷.

똏먆릲 믒릸눽 뢽놐릸 게⃝꽺릲 뢣녡

릠놆 됾六⃞뢚꺠 댾뉅형⃝ 맆꺷꺠 뉒릸

꺷.

룂 뛦뫤릣 럨꾘으⃝ 럶4⃞㊥형⃝ 놐꽨눽

덾낾됾꺠 뛦똆릢 궫몉쀯꺷.

똏덯[十二] 꺺맦릸 뛝뺖둹뉅[十五]뢚똂 땷

놆룼 뎒뛧릲 FA ㊥럷차⃝ 뛨덿쀡 뼱녬

릸꾰눽 똏땩뛦빃늈 뫇늖릣 뎈럥꺷.

쀟뫪뉏 놐꽨형⃝ 뫪궒쀨 겞믇 [十五]뉉맍눽

꺺뎧뢚 신⃝렎궢으⃝ 5약⃝[19]뢚 뫬맄쀢 준⃝

릸낾 둁 릸꺠 뉐뫪 럝럥꺷.

덃릥뿵눽 끪뫪 늢쀡 뉍룼꾰, 꾴뮵

궔뮵쀡 빐똆, 뫇먇차⃝ 뎖렚릲 電⃝믒 꾻

릸 뤈릺릠놆 뫪먆꾍꺷.

릸녢쀡 럷몂릢 뫪一⃞꽸 쁇맩뫬쀰쁍

릸꺷. 뫪一⃞ 뜚럙뫪꺠 뽜꾴릲 뒁궒릢

⒄뉎뛦뉅뫢 5뢥뛥릸 뉏꾴렎궥 믔뛦샸

차⃝룏꽸 댾타⃝쀟뫪 럝꺷.

렎뮆꾲 게⃝꽺릢 參⃝차⃝놆 뉒쀡꺷.

뛦쀰믔뢽눽 接⃝릣 뙕 맆뫪뉏, 껠 궎

릢 뎒쀲릣 뱥뫪 늢쀡꺷늋 參⃝5⃞ 늕꾲

준⃝릢 뛪뽚놆 五⃞參⃝꾒 땎릸꺷. 꺆6⃞형⃝

뱧맃릣 몔럶 쀡꺷늋, [十五]준⃝릢 쁇맦릲

벞뫪섔타⃝릺 게⃝꽺릸꺷.

쀳덁샮 게⃝꽺릢 딅뉅 껇릣 뱥럙궢럶

쀡꺷. 뫇먇 뱾녵 럛뎕룏 뉍룼꾰 룼뢯

뎮, 빐뙕 4⃞똏 꾻 먇덁형⃝꾴릸 뫪먆쀟

꺠 뢢녢 형⃝뫪 덁몋뢚 五⃞ 六⃞룾뢢럶 쀡

꺷.

間⃝六⃞꺠 럙뫫 뉐릸 궗럥꺷. 놐꽨꺠

뫪궒쀨 뎇샡몂릣 꽽六⃞꽸 먇뢚 겞믇놆

끡렎몙꺷. [十五]궎뉍 뫪一⃞릢 뫑릏[19]뢚

덾뭵 둧렎 맆꺷. 뉍뫪뉎뢚 뤃꺠 게⃝꽺

릸 뫬몉쀡 뛥맦릸꺷. 럙뫫릢 뫮빐됾

꺷 릨뤈릣 됾궦 끏꺷.

(럛릺똃 5⃞몋뛨덁 間⃝뢯뫪뤈5⃞맦)

홈페이지에계속게시

뜬아이들에게상처주는 100가지 말뜯

뜬그리다 100가지말상처뜯전시회성황리에개최
프로야구 롯데와 삼성, 두 許감독 이야기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스포츠계가 얼어붙었다. 전 세계인이 스

포츠 갈증을 느낄 무렵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가 개막했다. 코로

나19 방역에 성공한 덕분이다. 한국 프로야구는 전 세계인의 이목

을 집중시켰다. 급기야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이 한국 프로야구를

생중계하는 일까지 생겼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리그를 개막한

한국 프로야구는 초반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쀳덁샮 게⃝꽺 쀳땱뢯 게⃝꽺

롯데자이언츠허문회감독

삼성라이온즈허삼영감독

올해처음감독맡은초보들

48세동갑…무명선수출신

앞서가는삼성똴뒤처진롯데

마지막에웃는감독은누구?

렎눻릸 샣十⃞뢚 쀟꺠 뉒꽸 럙릸꺠 맍뛨뢚 껓

쀨 둗몉먆릠놆 땿부⃝쀡꺷으⃝ 뢢前⃝ 뛪뉙차⃝ 몪먉릣

꺞궃感⃝ 꾔꺭꺷.

>> 이 말은 아이에게 쓰지 말아주세요.

뜬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뜯 홈페이지

https：//100words.sc.or.kr/

너 커서뭐가되려고이래

둗늕꺠 럙릸릲 똆빣차⃝ 뽎꺺릣 꽸룏뫋 뙓 맆

렎꽸 껓뛨쀨 뫋 뙓 렜뛣꺭꺷. 럙릸릲 똆빣차⃝

⒄똏릣 몞뫑쀨 뫇늋 럙릸룏릲 타⃝㊥꽸 쀡參⃝ 둗

꾰녢뤆뫮 준⃝맄꺭꺷.

>> 이렇게 바꿔서 말해주세요

뜨엄마(아빠) 생각은 이런데, 네 의견은 어때?뜩

2020년도 2학기(9∼12월)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똴안내

而약⃝릲 룼뢯六⃞전⃝箸2020. 9. 1.(화)∼12. 18.(금)

而뙓약⃝ 몆뙓六⃞전⃝箸2020. 8. 10.(월)∼8. 19.(수)

已똆믔뙕 늕뫱 (릺빲귊차⃝ 먇샟몆뙓 궔뭴 땵릸쀤)

[인터넷 접수] 2020. 8. 10.(뤉)紆8. 13.(늖) 10箸00紆18箸00

已몉뤈릲 80% 늕뫱

嫄쀠녵됾룒, 릺덁이⃝렃, 뛦덯믘뢢, 덁샟뢵뙗 둗덁

箸2020. 8. 10.(뤉)紆8. 11.(샟) 10箸00紆18箸00

嫄뫫렚꺧녵, 뛦덯뎕뤁빲, 뉍릣아⃝뎒뢥㊥땩렚, 뽼땿쀠뛣뒄뉅뫪둗덁

箸2020. 8. 12.(뙓)紆8. 13.(늖) 10箸00紆18箸00

[전화 접수] 2020. 8. 17.(뤉)紆8. 19.(뙓) 10箸00紆18箸00

已몉뤈릲 20% 늕뫱

嫄몆뙓먇샟뎧샏箸둗땬뫬4⃞뽼땿쀠뛣타⃝翊605뚤6381

嫄붛놆궎19놆릺쀨六⃞몞뎒덁몆뙓형⃝먇샟몆뙓놆됵間⃝꾎렟뛣꺭꺷.

嫄먇샟몆뙓뛦릗릲땩쀧箸8/17(뤉) 뢽먇 10뛦둗빲똆믔뙕릠놆몆뙓

而뙓약⃝놢 댾놢, 맩놢뒁(이⃝맩뒁) 둁릺 둗껆, 1릺 4⒄ 약⃝몪 뛨뱽 형⃝꺧

(뫫렚꺧녵둗덁뉏쀨껊)錚[十五] 룣 쀑놆[十五]녓릢 몋쀡 렜릸 뛨뱽 형⃝꺧쀥꺭꺷.

而몆뙓뎒뎮箸릺빲귊 몆뙓(몉뤈 80%) (www.busanjin.go.kr/lll/

index.busanjin) 끵꺠 먇샟 몆뙓(몉뤈 20%) 翊605뚤6381

嫄뢿낾릺몆뙓 뛦 둗땬뫬4⃞ 뽼땿쀠뛣타⃝(www.busanjin.go.kr

/lll/index.busanjin) 샕뽮릸뫪 샮뤈형⃝맄 샾 약⃝몪 뛨뱽

而늕뫱껓땵箸19똓 릸땵 둗땬뫬4⃞덯 꺆4⃞궎, 둁릺몆뙓(약⃝릲 뱻궔,

뛨둚뫩 뫪믘)

嫄六⃞빐 믘으⃝땩쀧嫄

儲럙꾅 쀑놆[十五]녓릢 둗늕꺲똏쀤릠놆 샮뤈형⃝맄 샾 뙓약⃝뛨뱽쀟뛦늋

꾔꺭꺷. 몆뙓 룒놢 샾 릗똆뢥낿릣 뺟쀨 맍귍릲 릺먆땩쀧 꾻릣

샠릺쀥꺭꺷.

而덁 릲 뱵箸둗땬뫬4⃞ 뽼땿쀠뛣타⃝ 翊605뚤6381紆2

둗땬뫬4⃞ 뽼땿이⃝릘차⃝ 翊605뚤4871紆5

垣이⃝릘릻몉덼약⃝땩꾻릢六⃞타⃝땩몉뢚꿐낾꺿낾뫮뙓맆뛣꺭꺷.

부문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대상

학력
보완
교육

놀면서 배우는 하브루타 창의수학 A
(초 1∼3학년)

9.5∼11.28
토 10：00∼10：50

초등
저학년

놀면서 배우는 하브루타 창의수학 B
(초 1∼3학년)

9.5∼11.28
토 11：00∼11：50

초등
저학년

IQ UP! 재미나는 보드게임
(1기) 9.5∼9.26, 토, 9：30∼11：00
(2기) 10.10∼10.31, 토. 9：30∼11：00
(3기) 11.7∼11.28, 토. 9：30∼11：00

9.5∼11.28
토 9：30∼11：00

초등
고학년

IQ UP! 재미나는 보드게임
(1기) 9.5∼9.26, 토. 11：20∼12：50
(2기) 10.10∼10.31, 토. 11：20∼12：50
(3기) 11.7∼11.28, 토, 11：20∼12：50

9.5∼11.28
토 11：20∼12：50

초등
저학년

(가족참여형) 별별한국사 역사탐험대
(역사논술 이론 및 현장답사)

9.5∼11.28
토 10：00∼12：00

초등
3∼6학년

마이크로 로봇시티 코딩로봇 체험
9.5∼9.26

토 10：00∼12：00
초등
4∼6학년

인문
교양

건축으로 떠나보는 세계여행
(대한민국,일본,이탈리아,스페인)

9.7∼11.23
월 13：00∼15：00

성인

부동산 경매와 절세전략
9.3∼11.26

목 19：00∼21：00
성인

2020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과 제도
제대로 배워보기

9.1∼11.17
화 19：00∼21：00

성인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위한
Book Friend되기

9.3∼10.29
목 19：00∼21：00

성인

알수록 힘이 되는 한의학 건강비결
(간단히 실천가능한 자연치료법)

9.7∼11.23
월 19：00∼21：00

성인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음악인문학
9.1∼11.17

화 19：00∼21：00
성인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명리코칭 기초과정)
9.2∼11.25

수 19：00∼21：00
성인

그림책으로 배우는 요리 쿡쿡
(1기) 9.1∼9.28, 4강, 14：00∼16：00
(2기) 10.6∼10.27, 4강, 14：00∼16：00
(3기) 11.3∼11.24, 4강, 14：00∼16：00

9.1∼11.24
월10：00∼12：00

성인

시민
참여

성교육 동화구연활동가 심화과정
10.8∼12.17

목 10：00∼13：00
성인

생명존중(자살예방) 강사 양성과정
9.3∼11.26

목 13：30∼15：30
성인

아동안전 지도사 자격과정
9.3∼11.26

목 14：00∼17：00
성인

성인권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9.2∼11.25

수 10：00∼12：00
성인

＊강좌수
제한없음

직업
능력

뇌교육 상담사 자격과정
10.5∼12.14

월 9：30∼12：30
성인

그림책 창작출판교육사 2급 자격과정
9.7∼11.23

월 19：00∼21：00
성인

퍼실리테이터 2급 자격과정
9.7∼11.23

월 19：00∼21：00
성인

휴먼컬러(컬러진단,색채심리)지도사과정
9.2∼11.25

수 19：00∼21：00
성인

도형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9.1∼11.17

화 19：00∼21：00
성인

글사유 지도자 자격과정
(국어,논술,비문학)

10.5∼12.14
월 13：00∼16：00

성인

시들지 않는 글꽃 캘리그라피 자격과정
10.6∼12.15

화 10：00∼13：00
성인

주니어 유튜브 지도사
(AR로하는 코딩 지도과정 포함)

9.7∼11.23
월 13：00∼16：00

성인

수채담묵 꽃그림(천아트) 자격과정
10.6∼12.15

화 13：30∼16：30
성인

POP 예쁜글씨 자격증 취득과정
10.7∼12.16

수 9：30∼11：30
성인

그림책 읽어주기
(동화구연지도사 3급 과정)

10.7∼12.16
수 19：00∼21：00

성인

유인균발효 반찬 자격증 교실
＊장소：행복한 발효세상

9.2∼11.25
수 14：00∼17：00

성인

인성예절지도사(국가자격)대비반
10.8∼12.17

목 10：00∼12：00
성인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1기) 9.7∼10.28 21강, 10：00∼13：00
(2기) 11.2∼12.16 21강, 10：00∼13：00

9.7∼12.16
월,화,수

10：00∼13：00
성인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1기) 9.8∼10.29 21강, 13：30∼16：30
(2기) 11.3∼12.17 21강, 13：30∼16：30

9.8∼12.17
화,수,목

13：30∼16：30
성인

동화구연지도사 2급 자격과정
10.5∼12.14

월 9：30∼12：30
성인

유인균 발효 교실
(유인균 발효 전문가 2급)

9.4∼12.4
금 10：00∼12：00

성인

규방공예 자격과정
10.16∼12.18

금 13：30∼16：30
성인

문화
예술

카페메뉴 따라잡기(브런치&수제청)
9.7∼10.26

월 14：00∼16：00
성인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엄마 손맛 반찬특강
9.7∼10.26

월 19：00∼21：00
성인

발레로 배워보는 스트레칭과 근력운동
9.7∼11.23

월 19：00∼21：00
성인

＊최대4개
신청가능

부문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대상

문화
예술

맛간장,양념장,고추장 소스 만들기
10.7∼10.28

수 14：00∼16：00
성인

즐거운 우쿨렐레 (초급)
9.8∼11.24

화 13：00∼15：00
성인

반찬전문점인기반찬만들기
(국,찌개,밑반찬)

9.2∼11.25
수 10：00∼12：00

성인

간편한 한끼,건강한 죽 만들기
11.2∼11.23

월 14：00∼16：00
성인

건강한 100세 인생뚤후마네트 운동
9.2∼11.25

수 10：00∼11：00
65세
이상

남성 요리 교실：손쉬운 집밥 요리
11.2∼11.23

월 19：00∼21：00
성인
남성

소소한 습관으로 얼굴 작아지기
뜨페이스요가뜩

9.2∼11.25
수 19：00∼21：00

성인

여러 가지 김치 만들기
11.4∼11.25

수 19：00∼21：00
성인

피크닉 도시락 샌드위치(김밥&음료)
9.2∼10.28

수 19：00∼21：00
성인

추석 음식 특강
9.2∼9.23

수 14：00∼16：00
성인

내 아이를 위한 영양 듬뿍 간식 배워보기
11.4∼11.25

수 14：00∼16：00
성인

자수와 함께하는 토탈 섬유공예
9.3∼11.26

목 10：00∼13：00
성인

전통매듭을 이용한 액세사리 만들기
9.3∼11.26

목 15：30∼18：00
성인

창의력을 키우는 엄마표 미술놀이
9.4∼12.4

금 13：00∼15：30
성인

9988 행복학교(실버놀이 웃음교실)
9.4∼12.4

금 13：00∼14：00
65세
이상

나만의 입체 일러스트,폼아트
10.5∼12.14

월 9：30∼12：30
성인

아이랑함께하는
예쁘고맛좋은피크닉도시락만들기
(1기) 9.5/9.19, 2강 10：00∼12：00
(2기) 10.10/10.24. 2강 10：00∼12：00
(3기) 11.7/11.21, 2강 10：00∼12：00

9.5∼11.21
토 10：00∼12：00

가족
(부모+
자녀)

쉽게 따라해보는 재봉틀 기초교육
(생활용품만들기)

9.4∼12.4
금 10：00∼13：00

성인

부문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대상

앝특강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대상

포인세티아로나만의미니트리만들기
12.9

수 10：00∼13：00
성인

센터피스크리스마스양초만들기
12.16

수 10：00∼12：00
성인

릻뎒먆릺 약⃝룮궎 늏녿릢 럙릸릲 뎇뎉릣 둜녢

릻릠빋꺭꺷. 쀨똂꺠 럛 꾎꺠 릻릣 럞녴뫋 끏꺠

약⃝룮궎 늏녿됾꺷 럛 꾎꺠 릸릗눽 똈늏쀨럶 쀥

꺭꺷. 룚 릸 릻릣 쀨똂꺠 럛 꾎꺠뫪 럙릸 뛝뛝

놆 릸쀨쀢 뙓 맆꽸놇 꽸룏럶 쀥꺭꺷.

>> 이렇게 바꿔서 말해주세요

뜨속상하겠지만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대

신 다른 걸 해볼까?뜩

안된다면안되는줄알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