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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geoculture

겨울학기 할인 &사은품 증정혜택 안내
기존회원 & VIP회원 할인 (선착순100명)

도량점 제57기

1. 기존회원 5,000원 할인

지오문화센터

동일 강좌 1년 이상 수강회원 기존할인 + 5,000원
<할인기간 : ~ 11월 9일>
※선착순 할인 됩니다.

2. 한가족 다수 수강 할인
각 강좌별 5,000원 씩 할인 됩니다.
<기간 ~ 11월 30일>
※1:1 개인레슨 및 소수정예반은 위 할인 이벤트에서 제외 됩니다.
※악기수업은 할인적용 제외됩니다.

겨울학기 문화교육강좌 회원모집

※모든 할인 또는 사은품 혜택은 중도 취소 시 현금 결제 하셔야 됩니다.

강좌기간Ｉ2019년 12월 ~ 2020년 2월
접수기간Ｉ2019년 10월 20일(일) ~ 선착순 접수

NEW 겨울학기 신규강좌 소개
놀이로 배우는 레고(2P)
말하기 논술과 스피치(3P)
시낭송(3P), ZOOMBA댄스(3P)
홈웨어(아동복,성인복)(3P)

중도수강Ｉ강좌개강 후에도 중도수강 가능(잔여회차 결제)
문

의ＩT.010-5587-5150 / (054)444-5146
※일요일 및 국·공휴일은 접수를 받지않습니다.

대구 / 270-12-002650 예금주 / (주)티앤비
카카오뱅크 / 3333-12-108-9904 예금주 / 허영
※전화로 신청하시고 위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접수 후 당일內 입금 원칙

알찬 수강을 위한 「요일별 강의일정」

지오문센 회원을 위한 초특가 쇼핑몰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개강일

12/2

12/3

11/27

12/12

12/6

12/7

휴강일

1/27

1/28

12/25, 1/1

-

1/24

1/25

종강일

2/24

2/25

2/26

2/27

2/28

2/29

강의횟수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고수익&고효율 창업과정

평생교육 + 직업훈련
새로운 교육프랜차이즈 지점 모집

쇼핑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SSA DA 쇼핑몰* 한번의 클릭으로 당신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젠 *SSA DA* 쇼핑몰에서 즐기세요

20,000개 다양한 유명 상품
인터넷 최저가보다

5~30% 할인

12월부터

매주 초초초특가

파격 이벤트^^

ssada 쇼핑몰
http://ssada1004.com

결제금액의 5% 지오머니 적립

창업과정 문의 010-6581-7772

<기존 교육기관, 교육사업희망자 환영>

010-6581-7772
(카톡아이디 dodam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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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유통 전문셀러 과정

<지오문센원장 직강>

하브루타 전문 ACADEMY

•소자본! 무재고! 무점포! 재택근무!
•쇼핑몰·기프트몰·오픈마켓 창업
•2만가지 다양한 제품 공급 •1:1 교육(30시간)
•수강료 500,000원 → 300,000원
※요일 및 시간은 개별상담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는 배움이 맞던가요?>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아는 것은 설명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는 교육
※2명 이상 개강

인터넷판매 과정 무료 설명회를 통해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유아 3개월(12회/1회 70분) 150,000원(월 60,000원)
•초등 3개월(12회/1회 80분) 150,000원(월 60,000원)
•중/고등 3개월(12회/1회 90분) 150,000원(월 60,000원)
※홈스쿨 가능(별도 문의)

11월 15일(금) 오전 10:30-11:30 / 저녁 19:30-20:30
■ 고수익 · 고효율 · 자유로운 근무시간 ■ 가정경제에 확실한 도움

VIP기념품 / 대학교
관공서/ 기업/ 대량주문전문

황금알기프트
주문&상담

010-2378-7789

성인 하브루타 전문 ACADEMY
- 생각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 좋은 부부, 좋은 부모,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누구나~
-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지혜로워지는 시간
-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성인 하브루타!!
•요일 및 시간 별도 문의(2명 이상 개강)
•3개월(12회/1회 60분) 100,000원 → 60,000원

SUNDAY ACADEMY 강사모집

5만여가지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가며 한방에~

ONLY SUNDAY!! 일요일만!!

지오문화센터 유통사업부 황금알무역

문화센터를 선생님의 학원으로 운영하실 분!!
높은 수익률, 자율운영, 확실한 책임감을 겸비하셨다면 누구나 OK!

문의 010-6581-7772

제휴 업체 모집

공공기관 및 기업체 출강

대상 : 지오문화센터 회원들에게 믿을 수 있고, 좋은 제품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제공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이트

원하시는 모든 과정과 전문 강사 섭외를 믿고, 빠르고, 편하게!!

상담문의 010-6581-7772

문의 010-6581-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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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
3

휴대폰판매

창업/부업/투잡 과정
# 오전반 매주 월 10:00-12:00(4회/8시간)
# 오후반 매주 화 19:30-21:30(4회/8시간)
※일자 개별상담
수강료 300,000원

법원경매 실전투자과정

▩ 높은 안전성 ▩ 높은 시세차익 ▩ 높은 수익률

장 정 안(장정안경매스쿨원장)
•경매 기초부터 낙찰, 명도까지 •낙찰, 명도 지도 후 사후관리
•1:1(1:2) 소수 교육
•요일 및 시간 개별 상담
※ 준비물 : 노트북 / 수강료 1,000,000원

엄마랑 아가랑 클래스
수요일

월요일

트니트니 키즈챔프
안 용 환 (트니트니 전문강사)(닉네임 : 용용이선생님)
•A반/매주 월 14:00~14:40 (13-19개월)
•B반/매주 월 14:50~15:30 (20~30개월)
•C반/매주 월 15:40~16:20 (30~50개월)
•3개월 120,000원
※재료비(CD,DVD포함) 30,000원
프랑스의 웨스코 놀이기구를 응용하여 매트 위에서 여러가
지 동작을 경험하면서 신체조 조절 능력, 안전대처능력향
상, 스트레칭, 박자에 따른 리듬감, 스킨쉽 체조와 공 훌라
후프 등을 활용한 신체 놀이 수업으로 아이들의 감각놀이
와 신체조직력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롤리폴리 재미놀이
박 수 경 (롤리폴리 전문강사)
•A반/매주 수 11:30–12:10(20-35개월)
•B반/매주 수 12:20–13:00(13-20개월)
•C반/매주 수 13:10–13:50(11-16개월)
•D반/매주 수 14:00-14:40(8-13개월)
•E반/매주 수 14:50-15:30(6-11개월)
•3개월 : 110,000원 ※재료비 : 35,000원
롤리폴리 재미놀이는 두뇌발달 롤리 스토리와 오감자극 체
험놀이 폴리 플레잉으로 6주씩 진행되는데, 롤리 스토리는
문학적 접근으로 상상놀이, 창의놀이, 학습놀이로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며,
폴리 플레잉은 다양한 재료로 감각놀이, 탐색놀이, 운동 놀
이를 체험하는 오감자극 퍼포먼스 놀이입니다.

금요일


오감발달 미술교육

바니바니 퍼포먼스 미술

ONE DAY강좌
롤리폴리 재미놀이

문 진 숙 (바니바니 퍼모먼스미술 전문강사)
•매주 금 15:40-16:20(24-48개월)

- 롤리폴리 동물원

•3개월 120,000원 → 110,000원
•재료비 35,000원
※준비물 : 앞치마, 토시
※할인강좌 취소시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후 환불

- 동글동글 단추놀이

미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 교과 교육, 미술로 우등생을 만
드는 통합 미술 프로젝트!!

•11/13(수) 2:50-3:30 (7-11개월)
•11/20(수) 2:5-3:30 (8-13개월)
•11/20(수) 3:40-4:20 (15-25개월)

지오문화센터 도량점 소식

더 쉽고 빠르게 만나는 두가지 방법
네이버 밴드가입

롤리폴리재미놀이를

(1) 010-4241-5146 가입 요청 문자 발송
(2) 밴드 가입 초대장이 오면 링크 클릭

수강하시는 회원님께 사자담요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앱설치가 되어 있지않으면 설치 후 가입

방법 1) 좌측 QR코드 스캔
카카오스토리

방법 2) 카카오스토리 앱에서 좌측상단의
돋보기아이콘
을 선택
“사람/채널”에서
지오문화센터 도량점을 검색
※앱설치가 되어 있지않으면 설치 후 가입

가입
네이버카페에서 "지오문화센터도량" 검색

혼자서도 곧잘! 유아 클래스(4-7세)
1:1 피아노레슨(30분 수업)

석 동 숙 (피아노 전문강사)
•월~금 /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3개월 150,000원

월요일

수요일

수요 오색생각 종이접기
문 정 임 (한국종이접기협회 강사)
•A반/매주 수 16:30-17:20(5-7세)
•B반/매주 수 17:30-18:20(5-7세)
•3개월 90,000원

※재료비 : 16,000원

금요일

EVENT 이화 YSM체형교정 발레
문 선 미 (발레 전문강사)
•A반/매주 금 16:30-17:10(4-5세)
•B반/매주 금 17:20-18:10(6-7세)
•3개월 90,000원
※교재비 20,000원

이 은 희 (클레이 전문강사)
•A반/매주 토 10:30-11:20(5-6세)
•B반/매주 토 11:30-12:20(6-7세)
※3개월 90,000원 ※재료비 30,000원

•3개월 90,000원
※교재비 : 17,000원

오감발달 미술교육

프리미엄 소수정예 가베
ёੌ
۩ठ

이
수희
2만
3만(가베전문강사)
4만
DC
DC
DC
•A반/매주 월 16:30-17:10(4-5세)
•B반/매주 월 17:20-18:00(6-7세)
•수강료 120,000원 ※정원 6명
※교구+재료비 15,000원

가베란? 점, 선, 면, 입체로 구성된 조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는 놀이입니다.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숫
자, 언어, 과학 등의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창의력과 수
리력을 기를 수 있는 교구입니다.

문 정 임 (한국종이접기협회 강사)
•A반/매주 토 10:30-11:20(6-7세)
•B반/매주 토 11:30-12:20(6-7세)

토요 클레이 아트

문 정 임 (한국종이접기협회 강사)
•A반/매주 월 16:30-17:20(6-7세)
•B반/매주 월 17:30-18:20(6-7세)

୷୍

토요 오색생각 종이접기
•3개월 90,000원 ※재료비 17,000원

월요 오색생각 종이접기

ࣘࣼ


토요일

바니바니 퍼포먼스 미술
놀이를 통해 배우는 레고

유아 레고 수업

•매주 화 16:30~17:10 (5-6세)
•매주 화 17:20~18:00 (7-8세)
•3개월 100,000원 ※교재비 : 25,000원
※접수사황에 따라 시간 변동가능

문 진 숙 (퍼포먼스 전문강사)
•A반/매주 금 16:30-17:10(4-5세)
•B반/매주 금 17:20-18:00(6-7세)
•3개월 100,000원 ※재료비 : 35,000원
※준비물 : 앞치마, 토시

토요 유아발레
구 보 민 (발레 전문강사)
•A반/매주 토 10:40-11:20(5-6세)
•B반/매주 토 11:30-12:10(4-5세)
•C반/매주 토 12:20-13:10(6-7세)
•3개월 90,000원
※발레복 구입 데스크 문의

미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 교과 교육, 미술로 우등생을 만드
는 통합 미술 프로젝트!!

가베교육 효과
1. 수학, 과학성의 기초를 다집니다.
2. 창의력을 발달시킵니다.
3.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4. 정서를 발달시킵니다.
5. 언어능력을 발달시킵니다.
6. 지능의 발달 및 신체의 모든 기관과
그 기능의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소수정예반 강좌는 2회 수업 종료 후 취소.
반변경, 연기 불가

알록달록 감성미술

김 화 순 (아동미술전문가)
•A반/매주 토 10:30-11:20(4-5세)
•B반/매주 토 11:30-12:20(6-7세)
•3개월 100,000원
※재료비 30,000원

토요일
화요일

키즈요가 & 방송댄스

(방송댄스 전문강사)

•매주 수 16:30-17:10(5-7세)
•3개월 90,000원 → 80,000원
※할인 강좌는 취소 시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차감 후 환불

점프셈 주산암산
조 경 선 (점프셈 주산암산 구미·김천지부 팀장)
•A반/매주 토 09:30-10:20(7세)
•B반/매주 토 10:30-11:20(7세)
•3개월 100,000원 ※교재비 10,000원
※주산 급수 시험 응시 가능
타고난 잠재능력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
을 고려하는 맞춤 학습인 주산 식 암산수학 프로그램으로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있어 학습교과서와 연계될
뿐 아니라, 기호수학을 신나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영
재수학 프로그램입니다.

아동 클래스(1-6학년)
수요일

1:1 피아노레슨(30분 수업)

석 동 숙 (피아노 전문강사)
•월~금 /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3개월 150,000원

나 혜 민 (피아노 전문강사)
•매주 토 09:30-17:00
•3개월 150,000원

음악&악기 전문
석동숙 선생님 레슨

수요 오색생각 종이접기
자격증반

문 정 임 (한국종이접기협회 강사)
•매주 수 18:30-19:20(1-4학년)
•3개월 90,000원
※재료비 17,000원

금요일

감성글씨 캘리그라피 취미반

<피아노·오카리나·우쿨렐레>

•매주 금 18:30-19:20

피아노 1:1 레슨(30분 수업)

•3개월 90,000원 ※재료비 별도

•3개월 150,000원

토요일

강의실대관

점프셈 주산암산

대상: 소
 규모 교육 또는 스터디 공간이
요하신 분
: 회의 공간이 요하신 분
:무
 더위로 시원한 교육 공간이
요하신 분

조 경 선 (점프셈주산암산구미김천지부팀장)
•A반/매주 토 09:30-10:20(1-6학년)
•B반/매주 토 10:30-11:20(1-6학년)

※
정치·종교적 성격, 판매·영업 목적의
대관은 불가합니다.

•3개월 100,000원
※교재비 10,000원
※주산급수시험 응시가능
타고난 잠재능력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
을 고려하는 맞춤 학습인 주산 식 암산수학 프로그램으로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있어 학습교과서와 연계될
뿐 아니라, 기호수학을 신나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영
재수학 프로그램입니다.

개설해 드립니다.

아날로그적 느낌과 밋밋한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넘어선 독특하고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감성글씨!!

할인도 받고!!
 3~5명 이상 모집 시 진행

(강좌별 최소 인원이 다를 수 있음)

•3개월 140,000원

우쿨렐레 소수 정예반(정원 3명)
•3개월 140,000원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토요 유아 발레

최민정 바이올린 클래스

구 보 민 (발레 전문강사)
•A반/매주 토 09:40-10:30(1-2학년)
•B반/매주 토 12:20-13:10(1-2학년)

•매주 화요일 17:00-17:50
•매주 목요일 15:00-15:50
16:00-16:50
17:00-17:50
•매주 토요일 10:00-10: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3개월 150,000원
※정원 5명

어린이 드럼,기타

(DRUM,GUITAR 수업)
•월-금 시간조정
•1:1레슨 (30분수업)
•1:2레슨 (50분수업)
•3개월 150,000원

토요일

말하기 논술과 스피치

말하기 논술과 스피치 전문강사

•3개월 110,000원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문화 누리카드야

•3개월 90,000원

천연화장품&비누만들기
김 안 나 (천연화장품 전문강사)
•A반/매주 월 18:00-19:30
•1차 3/4-4/8
•6회 40,000원

•2차 4/15-5/27

•B반/매주 수 10:30-12:00

•1차 3/13-4/17 •2차 4/24-5/29
•6회 40,000원

지오상품권
10,000원
증정

지오를 부탁해!!

창의보드게임
보드게임 전문강사

6만원이상 사용시

•매주 토 11:30-12:20(1-6학년)

지오상품권10,000원 증정

•3개월 100,000원
※교재비별도

문화누리카드로 누리자!

토요 오색생각
종이접기 자격증반

문 정 임 (한국종이접기협회 강사)
•매주 토 12:30-13:20(1-4학년)

알록달록 감성미술
김 화 순 (아동미술전문가)
•매주 토 12:30-13:20(1-6학년)
•3개월 100,000원
※재료비 30,000원

•3개월 90,000원
※재료비 17,000원

•3개월 90,000원
※재료비 30,000원

문 정 임 (한국종이접기협회 강사)
•매주 월 10:30-12:00

지오문화센터 도량점에서
강좌수강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매주 토 11:00-11:50 (초등 1~3)

이 은 희 (클레이 전문강사)
•매주 토 12:30-13:20(1-4학년)

종이접기 취미반

평생교육 바우처카드 사용기관

•3개월 90,000원
※발레복 구입 데스크 문의 
※발레토시 증정

토요 클레이아트

성인클래스/취미&공예

 회원님께서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원하는 수업도 듣고!!
 강좌 진행 시 사은품 또는 수강료

오카리나 소수 정예반(정원 3명)

<1-6학년>

희망강좌 개설 이벤트

(재료비 별도)

시낭송 강좌
•매주 화 11:00-11:50
•3개월 110,000원
언어의 향기인 시낭송,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말하는데
자신감이 생겨 긍정적인 삶이되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일일특강
11/28(목) 오전 11:00~11:50

홈웨어(아동복, 성인복만들기)
•매주 목 10:00-12:00
•3개월 100,000원 ※재료비 별도

모든
문의

054-4 4 4-5146
010-5587-5150

미용&건강
줌바 댄스

원 경 아 (줌바댄스 전문강사)
•매주 화,목 10:00-11:00
•매주 월,수 19:00-20:00
•3개월 120,000원 → 110,000원

예쁜몸매만들기

S라인 필라테스(저녁)

편 장 숙 (필라테스 전문강사)
•(오후)/매주 화,목 19:00-19:50
•3개월 110,000원 ※교구이용료 3,000원
동양의 요가와 선(禪), 고대 로
마 및 그리스에서 행해지던
양생법 등을 접목하여 반복된
동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단련 운동.육체적으로 단
련시킨 몸을 이완하고 이를 통
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건강요가(오전)

홈패션

서 양 숙 (요가 전문강사)
•매주 월,수,금 10:00-11:00

(홈패션 전문강사)

•매주 수요일 10:00-12:00

•3개월 120,000원 ※재료비 별도(개인준비물 지참)

•3개월 (주3회) 130,000원(36회)
(주2회) 110,000원(24회)

감성글씨 캘리그라피 취미반
프랑스 자수

•매주 금 18:30-19:20
•3개월 90,000원 ※재료비 별도

(프랑스자수 전문강사)

•매주 목 10:30-12:00
•3개월 90,000원

※재료비 별도

아날로그적 느낌과 밋밋한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넘어선 독특하고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감성글씨!!

최민정 바이올린 클래스
♩그룹레슨 월~토 주1회 3개월 150,000
♩개인레슨 또는 전공레슨 상담 후 결정
※레슨 요일과 시간은 상담 후 결정
※악기 대여 가능
상담 010-3039-5800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중

종이접기 자격증 취득을 축하합니다
강사 : 문정임

•유아1급 : 조은서, 공채원, 오주하, 박소윤, 박나윤
•유아2급 : 채민서, 김임겸, 홍석현, 전도현
•유아3급 : 김시후, 김예빈, 한윤근, 채수경, 김시현, 한가윤
•어린이1급 : 김지환, 박은서
•어린이2급 : 이주원, 고은찬, 위유나, 우지승, 신서연, 김성률
•어린이3급 : 정소율, 임은지 ,김서영, 이재은, 최연우, 윤하영,
이예준, 전승하
•청소년 초급지도자 : 김서윤
•청소년 사범지도자 : 박경림, 김소윤
•성인 사범지도자 : 이우정, 정해은

음악&악기
우쿨렐레 소수정예반 (30분 수업)
(우쿨렐레 전문강사)
•3개월 140,000원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피아노 1:1 레슨 (30분 수업)

석 동 숙 (피아노 전문강사)
•매주 월-금 10:00-20:00 중 선택
•3개월 150,000원
※할인강좌 취소 시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차감 후 환불
※요일 및 시간은 데스크 문의

목요 즐거운 통기타(성인반)
이 성 욱 (통기타 전문강사)
•매주 목 10:00-10:50
•3개월 100,000원

천상의 소리 오카리나
소수정예반 (30분 수업)
(오카리나 전문강사)
•3개월 140,000원 ※정원 3명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목요 기타교실

유 영 선 (기타전문강사)
•A반/매주 목 18:30-19:20
•B반/매주 목 19:30-20:20
•3개월 100,000원
※악기구입 데스크 문의

※악기 수업은 일정상 개인사정에 의한 보강이 안됩니다. ※개인레슨, 소주정예반 2회 수업후 취소·반변경·이월 절대 불가

목요 기타교실 소수정예반

토요 플롯 소수정예반 (정원3명)

(30분 수업)

나 혜 민 (플룻 전문강사)
•매주 토 10:00-17:00 중 선택(30분 수업)

유 영 선 (기타전문강사)
•매주 목 17:30-18:30 중 선택
(30분 수업)

•3개월 120,000원 ※정원 3명

첼로 소수정예반

•3개월 130,000원 ※정원 3명

(첼로 전문강사)
•4회 80,000원(1:1)
•3개월 1:2 150,000원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소수정예 강좌는 2회 수업 종료 후 취소 불가

수요 플롯 소수정예반
이 유 경 (플롯 전문강사)
•매주 수 18:30-19:20
•3개월 150,000원 ※정원 5명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소수정예 강좌는 2회 수업 종료 후 취소 불가

클라리넷 1:1레슨(30분 수업)

(클라리넷 전문강사)
•4회 90,000원
•3개월 250,000원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소수정예 강좌는 2회 수업 종료 후 취소 불가

토요 기타교실
유 영 선 (기타전문강사)
•A반/매주 토 16:30-17:20
•B반/매주 토 17:30-18:20

섹소폰 1:1레슨(30분 수업)

•3개월 100,000원 ※악기구입 데스크 문의

나 혜 민 (플룻 전문강사)
•매주 토 10:00-17:00

(섹소폰 전문강사)
•4회 90,000원
•3개월 250,000원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소수정예 강좌는 2회 수업 종료 후취소 불가

•4회 90,000원
•3개월 250,000원

보컬 1:1, 1:2 개인레슨

토요 플롯 1:1 개인레슨 (30분 수업)

(보컬 전문강사)
•3개월 1:1 250,000원(30분수업)
•1:1(4회) 120,000원(50분수업)
•3개월 1:2 150,000원(30분수업)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소수정예 강좌는 2회 수업 종료 후 취소 불가

토요 플룻교실
나 혜 민 (플룻 전문강사)
•매주 토 13:30-14:20
•3개월 100,000원

에이그리아 악기사(봉곡동)

3년째 구미에서 활동해 온 성인
구성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긱종 작은 연주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급수준가능)

문의 :

홈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

최민정 바이올린 클래스(성인반)
(바이올린 전문강사)

•매주 수 19:00-20:30
•3개월 150,000원

※요일 및 시간은 데스크문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문의

010-5587-5150

※자격증 & 전문가 과정 2회 수업 후
취소·반변경·이월 절대불가
※재료비, 자격증 발급비 별도

•연습시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연습장소 : 구미시 도봉로 76-51,
지하 예음아트홀
•월 회 비 : 50,000원
문의 :

010-3039-5800

미술

•3개월 150,000원 → 100,000원
※재료비 160,000원

•3개월 150,000원 ※재료비별도
※6개월 수강 후 자격증 응시 가능

•3개월 130,000원 ※정원 8명

캘리그라피 자격증과정

부동산 재테크

•3개월 150,000원 ※재료비별도
※6개월 수강 후 자격증 응시 가능

(일렉기타 전문강사)
•4회 80,000원
•3개월 1:2 150,000원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소수정예 강좌는 2회 수업 종료 후 취소 불가

초급수준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성인 수채화 소수정예반

곽 현 주 (캘리그라피 전문강사)
•매주 화 10:30-12:00

(30분 수업)

1:1, 1:2 개인레슨

(단원모집)

POP 전문가과정

김 성 일 (바리스타 전문강사)
•매주 월 10:00-11:30

일렉기타 1:1, 1:2 개인레슨

바이올린, 첼로모집

010-5587-5150

자격증&전문가 과정

(드럼 전문강사)
•4회 80,000원
•3개월 1:2 150,000원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소수정예 강좌는 2회 수업 종료 후 취소 불가

•요일, 시간은 상담후 결정
•피아노 및 관·현악기 개인연습실
•밴드 합주실(음향, 악기 완비)

•연습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연습장소 : 도량동 롯데리아 2층
유니크뮤직
•월 회 비 : 30,000원

문의 : 054-441-9449
구미시 봉곡서로 10

드럼 1:1, 1:2 개인레슨(30분 수업)

구미 리틀그린 오케스트라

(단원모집)

바이올린, 첼로, 플롯, 등등 각종
관·현·타악기 모집

(피아노 전문강사)
•4회 80,000원
•3개월 240,000원
※요일 및 시간 데스크 문의
※소수정예 강좌는 2회 수업 종료 후 취소 불가

개인연습실
밴드합주실 대여

GEO시민오케스트라

•취미/입문/전공용 악기 판매
•현악기, 관악기 판매 및 수리

피아노 반주(교회반주)
1:1 개인레슨 (40분 수업)

곽 현 주 (한국POP디자인협회 강사)
•매주 화 10:30-12:00

공·경매실전과정
권 우 철 (공정인베스트법인대표)
•매주 수,금 10:00-11:50

남 강 길 (수채화 전문강사)
•매주 회 19:00-20:30

콘테로 그리는 연필초상화
박 홍 선 (연필초상화 전문강사)
•A반/매주 금 10:30-12:00
•B반/매주 금 13:30-15:30

컴퓨터음악 미디 편곡수업
•3개월 1:1 250,000원
•3개월 1:2 150,000원

각종 MR제작 및
녹음작업 해드립니다.
문의 : 010-5587-5150

생활 영어 회화반 모집
해외여행의 필수영어 및 상식 등을 포괄하여
스피킹 및 기본 문법등의 영어학습을 곁들인
70프로 이상 영어로 진행되는 꼭 필요한 영
어 수업입니다. 초,중,고,일반 구분 없는 클래
스입니다.

•3개월 150,000원

강의실대관

•3개월 130,000원 ※재료비 별도

•16회(32시간) 250,000원

대상 : 소규모 교육 또는 스터디 공간이 필요
하신 분
: 회의 공간이 요하신 분
: 무더위로 시원한 교육 공간이 필요하신 분
※정치·종교적 성격, 판매·영업 목적의
대관은 불가합니다.

결제금액의 5% 지오머니 적립

VIP기념품 / 대학교
관공서/ 기업/ 대량주문전문

황금알기프트

지오문센 회원을 위한 초특가 쇼핑몰
쇼핑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SSA DA 쇼핑몰* 한번의 클릭으로 당신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젠 *SSA DA* 쇼핑몰에서 즐기세요

20,000개 다양한 유명 상품
인터넷 최저가보다 5~30% 할인

12월부터

매주 초초초특가

파격 이벤트^^
주문&상담

010-2378-7789

5만여가지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가며 한방에~
지오문화센터 유통사업부 황금알무역

ssada 쇼핑몰
http://ssada1004.com

매물(사고, 팔고)구함
매매 전세 월세

공공기관 및 기업체 출강
전문 강사 출강 문의

010-6581-7772

주택/빌라/아파트/상가/공장/토지/촌집
친절상담, 성실중개, 비밀보장

성인클래스

전화상담환영

취미&공예강좌
미용&건강

‘강서공인중개사’

※자세한 내용은 3P 하단참고

소속공인중개사 엄 태 권

010-2507-0618
https://blog.naver.com/skyetk71

구미시 신시로 30 대 표 임 기 혁
제 47190-2017-00113 Tel : 454-0228

모든
문의

054-4 4 4-5146
010-5587-5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