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마을이 학교다 !

2019. 「마을이음 동네배움터 후암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 2019. 5. 22.(수) ~ 정원 마감시 까지(선착순)
•접수방법 : 후암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문의 ☎ 02-2199-8406)
•수강방법 : 1인 1수강 원칙
※ 본인부담이 있는 유료 강좌, 수강생 접수 미달 강좌는 중복수강 가능

•강의장소 : 후암동 주민센터(지하 소회의실, 2층 문화교실), 관내 카페(문화카페 길) 등
•수 강 료 : 무료(초과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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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우드카빙 만들기
(목공강좌)

6.4~7.23, 총 8회
(화 10:00~12:00, 해쉬)

홈바리스타 & 카페메뉴
따라잡기

6.4~7.9, 총 10회
(화,목 10:00~12:00,
문화카페 길)

일러스트
(드로잉/수채)

드로잉(6~8월)/수채(9~11월),
(목 10:00~12:00,
2층 문화교실) 총 24회

일러스트
(수채)

6.13~8.29, 총 12회
(목 18:30~20:30,
지하 소회의실)

직장인을 대상, 수채물감으로 번지기 기법을 사용
하여 일러스트 나만의 작품만들기

10명

코바늘을 이용한
(손뜨개)

6.17~8.19, 총 10회
(월 10:00~12:00,
지하 소회의실)

코바늘을 이용한 소품만들기(쑤세미 나눔봉사)

10명

대바늘을 이용한
(손뜨개)

9.2~11.18, 총 12회
(월 10:00~12:00,
지하 소회의실)

대바늘을 이용한 나만의 소품 및 작품만들기
(손뜨개 작품으로 겨울나무 옷입히기)

10명

미싱으로 소품만들기
(홈패션 & 옷만들기
입문과정)

7.3~11.27, 총 21회
(수 10:00~12:00,
지하 소회의실)

재봉틀을 이용한 홈패션 기초와 옷만들기,
인테리어 소품 제작(※ 재봉틀 지원)

12명

직장인의 탈출
미싱으로 소품만들기
(홈패션)

9.4~11.27. 총 12회
(수 18:30~20:30,
지하 소회의실)

직장인을 대상, 재봉틀을 이용한 홈패션
기초과정으로 소품제작

10명

마을전문가에게 듣는
마을이야기
(마을변호사 편)

7.5.
(금, 10:00~12:00,
2층 문화교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법률강의
- 주택임대차 분쟁
- 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
- 부동산의가치를 높이는 부동산관리방법

25명

마을전문가에게 듣는
마을이야기
(마을건축가 편)

7.12.
(금, 10:00~12:00,
2층 문화교실)

후암동 청년마을건축가, 공유를 통한 공감을 꿈꾸다

25명

끌과 톱을 이용해 숟가락, 뒤집게, 스파출라,
도마 등 집에서 쓸 도구 직접 만들어보기

10명

- 커피이야기를 통한 커피이론강의와 체험강의 병행
- 가정에서 즐기는 다양한 커피추출방식, 커피머신을
이용한 체험, 카페메뉴 만들기

10명

일러스트 기초부터 테크닉까지 체험하면서
나만의 작품만들기
(수채물감, 연필을 사용하여 스케치)

드로잉 20명
수채20명

※ 교육 상황에 따라 강의일정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주관 : 후암동 주민센터/후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최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도시 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