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프로그램�안내표
◈� 접수기간� :� 2022.01.03.(월)� ~� 22.01.28(금)
◈� 교육기간� :� 2022.02.07.(월)� ~� 22.05.06(금)� /� 3개월� 12주과정

◈� 문� � � � 의� :� 055)� 551-0221/0224
◈� 접수방법� :� 전화� 또는� 방문접수(3일� 이내� 미입금� 시� 자동취소,� 수강료� 입금� 확인� 후� 수강� 가능)

◈� 입금계좌� :� 경남)� 207-0082-8054-04(예금주� :�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분�류 no. 강좌명 교육시간 월수강료 교재‧재료비
정보화

과정

1 슬기로운�인터넷�생활 월� 16:00� ~� 18:00 2만 준비물� USB/교재1만

2 컴퓨터실무(엑셀+파워포인트) 금� 13:00� ~� 15:00 2만 교재2.1만

3 컴퓨터활용� 2급 금� 16:00� ~� 18:00 3만 교재3.6만

4 꿀팁�동영상�제작과정(초급) 금� 10:00� ~� 12:00 2만 준비물� USB

실용

과정

5 의상제작&생활한복(초급) 월,수� 10:00�~� 12:00 4만 재료6~9만

6 생활한복(중급) 월� 13:00� ~� 15:00 2만 재료5~7만

7 의류제작,수선리폼(초-중급)� � 화� 10:00� ~� 12:30 3만 재료1~3만

8 쉽게�배우는�손뜨개 수� 10:00� ~� 11:30 2만 재료10만

9 의류패턴� &�봉제(초급) 목� 10:00� ~� 12:00 2만 재료2~5만

10 의류패턴� &�봉제(중급) 목� 13:00� ~� 16:00 3만 재료5만

공예

과정

11 마크라메(8주) 월� 13:00� ~� 15:00 2만 재료17만

12 규방공예� &�조각보 월� 10:00� ~� 12:00 2만 재료10만

13 꽃�피는�레진아트(6주) 화� 10:00� ~� 12:00 2만 재료6만

14 라탄공예(8주) 수� 10:00� ~� 12:00 2만 재료15만

전문화

과정

15 노인심리상담사� 2급(8주) 월� 10:00� ~� 12:00 5만 재료2만

16
미술심리상담사� 2급(8주)

� -� 자격관리기관� :� 한국지식자원개발원
월� 13:00� ~� 15:00 5만 재료3만

17 아로마테라피� 2급(8주) 수� 10:00� ~� 12:00 5만 재료5만/교재1만

18 라탄공예�창업&전문가�과정(신규) 수� 13:00� ~� 16:00 3만 재료85만

19
미술심리상담사� 2급

� -� 자격관리기관� :� 마음표현심리상담협회
목� 10:00� ~� 12:00 3만 재료3만

20 떡�제조기능사(신규) 화� 10:00� ~� 12:00 3만 교재2만/재료15만

21 정리수납전문가� 2급(8주) 수� 10:00� ~� 12:00 5만 교재� 1.1만

22 커피�바리스타� 2급(8주) 수� 10:00� ~� 12:00 3만 재료� 20만

23 청소년�지도와�상담의�기초(10주) 금� 10:00� ~� 12:00 2만 교재� 1.5만

24 캘리그라피 금� 13:00� ~� 14:30 2만 교재�및�재료� 5.8만

25
미술심리상담사� 3급

� -� 자격관리기관� :� 마음표현심리상담협회
금� 10:00� ~� 12:00 3만 재료3만

쿠킹

과정

26 커피이론과핸드드립(6주) 월� 10:00� ~� 11:30 2만 재료3만

27 건강한�우리�떡�만들기(4주) 월� 14:00� ~� 16:00 3만 재료8만

28 밑반찬�요리(신규) 금� 10:00� ~� 12:00 3만 재료15만



창원시여성회관�진해관�프로그램�안내표

분�류 no. 강좌명 교육시간 월수강료 교재‧재료비

어학과정

1 여행일본어(회화) 월� 10:00� ~� 11:00 1만 교재1.4만

2 여행일본어(기초) 월� 11:00� ~� 12:00 1만 교재1.4만

3 시니어영어(기초) 월� 10:00� ~� 11:00 1만 교재1.3만

4 시니어영어(초급) 화� 10:00� ~� 11:00 1만 교재1.3만

5 재미로�배우는�중국어(기초) 수� 09:30� ~� 10:30 1만 교재1만

6 재미로�배우는�중국어(초급) 수� 11:00� ~� 12:00 1만 교재1만

7 실속영어회화(초급2) 목� 10:00� ~� 11:00 1만 교재1.4만

8 실속영어회화(초급1) 목� 11:00� ~� 12:00 1만 교재1.4만

문화과정

9 수묵화� A 월� 13:30� ~� 15:00 1만 재료5.7만

10 수묵화� B 화� 13:30� ~� 15:00 1만 재료5.7만

11
우쿨렐레(기초) 화� 14:00� ~� 15:00 1만 교재0.5만/

대여�월1만우쿨렐레(초급) 화� 15:00� ~� 16:00 1만

12 드로잉)�추억여행이�선과색이�되다. 목� 10:00� ~� 11:30 1만 재료2만

13 포크아트� &�생활가구�리폼 목� 10:00� ~� 11:30 1만 재료8만

14 감성수채화 목� 14:00� ~� 15:30 1만 재료6만

15 한지그림 목� 13:00� ~� 15:00 1만 재료7만

16 천연비누� &�아로마DIY 금� 10:00� ~� 11:30 1만 회당1~1.5만

17 철학과�함께하는�인생의�기술 금� 13:00� ~� 14:00 1만 교재1.9만

정보화과정 18 OA속성과정(한글,엑셀,파워포인트) 화� 16:30� ~� 18:00 1만 교재1.9만

사단법인�경남여성교육연구원�문화예술사업

*문의� :� 010.4557.9694� � *장소� :� 진해구�벚꽃로56-2�박피부과� 3층�

� 아오로�가야금�연주단� :� 매주�화,� 18:00-19:00

� � � � � � � � � � � � � � � � � � � � 매주�화,� 19:00-20:00

� � 우리민요부르기� � � � � � :� 매주�화,� 17:00-18:00

 [교육운영안내_회관‧인력 공통적용사항]
- 강좌는 정원 미달 시 폐강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 접수는 선착순이며, 접수 후 수강료 우선 납부 순입니다. 

- 강좌의 변경, 취소는 개강 전일 까지 가능하며, 개강 당일부

터는[창원시 운영조례]에 의거합니다. 

- 수강료 반환기준은 홈페이지 [환불신청안내]에 의거합니다.

- 수강 시 이용자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운영조례 의거하여 이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반환 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모든 프로그램 일정은 여성회관과 인력개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자격과정은 자격증 발급비용이 별도이며,

  재료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22.01.03.(월)� ~� 22.01.28(금)

◈� 교육기간� :� 2022.02.07.(월)� ~� 22.05.06(금)� /� 3개월� 12주과정
◈� 문� � � � 의� :� 055)� 551-0221/0224
◈� 접수방법� :� 전화� 또는� 방문접수(3일� 이내� 미입금� 시� 자동취소,� 수강료� 입금� 확인� 후� 수강� 가능)

◈� 입금계좌� :� 농협)301-0013-4141-31(예금주� :� 창원시여성회관� 진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