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화성문예아카데미 수강회원모집
교육기간

동탄복합문화센터 홈페이지

2019년 2월 ~ 6월 (5개월 20차시)

http://hdmc.hcf.or.kr

수 강 료

화성문예아카데미 카페

100,000원(월20,000원 / 교재 및 재료비 별도)

http://cafe.daum.net/hcfacademy

기존회원 접수기간 2019. 01. 02.(수) ~ 2019. 01. 08.(화)
평일 10:00 ~ 21:00 / 토요일 10:00 ~ 12:00
접수방법 방문접수 (1인 2강좌에 한함)

신규회원 접수기간 2019. 01. 09.(수) ~ 2019. 01. 26.(토)
평일 10:00 ~ 21:00 / 토요일 10:00 ~ 12:00
접수방법 인터넷 모바일 접수 및 방문접수 (1인 2강좌에 한함)
●

인터넷 모바일접수(70%)
●

2019. 01. 09.(수) 10:00 ~ 2019. 01. 26.(토) 24:00
방문접수(30%)
2019. 01. 09.(수) 10:00 ~ 2019. 01. 26.(토) 12:00

강좌문의 동탄복합문화센터 M1층 화성문예아카데미 안내데스크
T. 031-8015-8119, 8268
(일요일, 법정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접수불가)

2019년 1학기

화성문예아카데미 프로그램
화

월

ALICE(앨리스의)미술수업A
아마데우스클래스
16:00-17:30
13:00~13:40
박영란(초1~2,12명) 최유경(20~45개월,12쌍)

1
강
의
실

수

목

초등피카소A
14:30-16:00
정혜영 (초1~2,12명)

해금A
10:00-12:00
이경주(일반,10명)

꼬꼬마피카소A
10:00-10:50
배현주(20~32개월) 13쌍
꼬꼬마피카소B
창의융합(멘사)보드게임A
11:00-11:50
14:40~16:10
배현주(28~40개월) 13쌍
이다미(초1~2,12명)

ALICE(앨리스의)미술수업B
17:40-18:40
박영란(6~7세, 12명)

피아노앤플레이A
13:50~14:40
최유경(5세,12명)

꼬마피카소A
16:10-17:10
정혜영 (5세,12명)

해금B
13:00-15:00
이경주(일반,10명)

가야금
19:00-21:00
송정아(일반,10명)

피아노앤플레이B
14:50~15:50
최유경(6~7세,12명)

꼬마피카소B
17:20-18:20
정혜영 (6-7세,12명)

천진난만미술공작소C
15:20-16:50
연미경(초1~2,12명)

ALICE(앨리스의)미술수업C
16:00-17:30
박영란(초1~2,12명)

금

토

창의융합(멘사)보드게임B
16:20~17:50
이다미(초3~6,12명)

천진난만미술공작소D
17:00-18:00
연미경(6~7세,12명)

ALICE(앨리스의) 미술수업D
17:40-18:40
박영란(6~7세,12명)

2
강
의
실

우리그림민화A
10:00-12:00
최명수(일반,15명)

생활도예A
10:00-12:00
이춘미(일반,13명)

우리그림민화B
13:00-15:00
최명수(일반,15명)

생활도예B
13:00-15:00
이춘미(일반,13명)

색연필로그리는보태니컬아트(초급)
15:30-17:30
박선주(일반,15명)

나는야꼬마도예가A
15:30-16:30
이춘미(6-7세,12명)

천진난만미술공작소A
15:20-16:50
연미경(초1~2,12명)

나는야꼬마도예가B
16:40-17:40
이춘미(6-7세,12명)

천진난만미술공작소B
17:00-18:00
연미경(6~7세,12명)

수묵산수화
19:00-21:00
최명수(일반,15명)

3
강
의
실

영
상
교
육
실

우쿨렐레B
10:00-12:00
전장희(일반,16명)

북유럽 풍경 라인드로잉A
10:00~12:00
김명자(일반,15명)

캘리그라피A
10:00-12:00
손유학(일반,13명)

어린이창의건축교실 A
09:50~11:20
공민정(초1-2, 14명)

채색화 꽃 그리기와 민화 북유럽 풍경 라인드로잉B
13:00-15:00
13:00~15:00
이유리(일반,15명)
김명자(일반,15명)

캘리그라피B
13:00-15:00
손유학(일반,13명)

어린이창의건축교실 B
11:30~13:00
공민정(초3-6, 14명)

사군자와 문인화
15:10~17:10
전건형(일반,10명)

어린이우쿨렐레
15:10-16:40
전장희(초등,12명)
초등피카소B
16:50-18:20
정혜영(초3~4,12명)

소품이되는그림(민화,한지공예)
19:00-21:00
이유리(일반,15명)

생활먹그림
19:00~21:00
전건형(일반,10명)

아크릴화A
10:00-12:00
이윤기(일반,17명)

수채화A
10:00-12:00
오시수(일반,17명)

뎃생&드로잉B
10:00-12:00
김강회(일반,17명)

파스텔A
10:00-12:00
김현중(일반,17명)

유화B
10:00-12:00
정상현(일반,17명)

아크릴화B
13:00-15:00
이윤기(일반,17명)

수채화B
13:00-15:00
오시수(일반,17명)

연필인물화&채색화
13:00-15:00
김강회(일반,17명)

파스텔B
13:00-15:00
김현중(일반,17명)

유화C
13:00-15:00
정상현(일반,17명)

뎃생&드로잉A
19:00-21:00
김강회(일반,17명)

유화A
19:00-21:00
정상현(일반,17)

수채화C
19:00-21:00
오시수(일반,17명)

세계문학과세계시민
10:00-12:00
장청옥(일반,25명)

바이올린A
10:00-12:00
윤서진(일반,16명)

문학과 타예술
10:00-12:00
강정화(일반,25명)

해설이 있는 오페라감상
10:00-12:00
이현승(일반, 25명)

힐링꽃다방B
10:00-12:00
조윤민(일반,20명)

색연필로그리는보태니컬아트(중급)
13:00-15:00
박선주(일반,15명)

성인가곡 힐링보이스A
14:00-16:00
이태환(일반,25명)

우리역사이야기
14:00-16:00
원재린(일반,25명)

감성 문학 콘서트
13:00-15:00
유지선(일반,25명)

영화 속 클래식 감상
13:00-15:00
주장운(일반,25명)

세상의 모든 영화
16:00-18:00
유지선(일반,25명)

어린이바이올린A(초급)
16:10-17:40
윤서진(초등,16명)

MY LIFE! MY SONG!
16:10-18:10
채수진(일반,25명)

D.I.Y 가죽공예소품
15:10-17:10
권미경(일반,15명)

어린이바이올린B(중급)
17:50-19:20
윤서진(초등,16명)

힐링꽃다방A
19:00-21:00
조윤민(일반,20명)

한국무용A
10:00~12:00
황혜영(일반,20명)

한국무용B
10:00-12:00
이경순(일반,20명)

통기타A(중급)
19:00-21:00
민병석(일반,16명)

다
목
적
실

우쿨렐레A
19:00-21:00
전장희(일반,16명)

어린이플루트
17:00-18:30
고은빛(초등,12명)
통기타B(초급)
10:00-12:00
민병석(일반,16명)
클래식기타(초급)
19:00~21:00
민병석(일반,16명)

플루트
16:50-18:50
이승철(일반,16명)
바이올린B
19:00-21:00
윤서진(일반,16명)

어린이

미술실기

음악실기

무용실기

인문예술

성인가곡 힐링보이스B
10:00-12:00
이태환(일반,25명)

NEW60

조형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