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거주 일반시민 및 어린이

2016년 3. 7(월) ~ 6. 30(목) 

어르신행복교실(8과목), 취미문화교육(20과목)
전문특강교육(10과목), 아동취미교육(2과목)

교육생 모집

http://www.daegu.go.kr/welfarehall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87 ◈ 전화 (053) 550-6531~6534 ◈ 팩스 (053) 803-5329
◈ 인터넷 검색창『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클릭 또는『http://www.daegu.go.kr/welfarehall』접속



2 |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 무단청강, 명의도용, 대리수강 등 당연 탈락자는
당해 학기 포함 1년간 수강신청을 제한합니다.

◈ 개강 후 타 과목으로 변경 및 수강취소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규정은 종합복지회관

운 조례에 의합니다.
◈ 신청인원이 정원의 70％미만일 경우 강좌가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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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 원 교 육 내 용 요일/시간 교육장

2 과목 40

K-POP
댄 스 20 최신인기 K-POP 쉽게 따라하자!

공부 스트레스 날리자!
금

(16:00∼18:00)
제1별관
다목적실

어동화 20
재미있는 어동화책을 읽고
들으며 어와 친해지는 시간
※성남초등학교에서 모집 운

토
(10:00∼12:00)

성남
초등학교

○ 모집대상 : 대구거주 아동(초등6학년까지)
○ 모집일정

•전화 및 방문접수 : ‘16. 2. 4(목) 09:00  선착순 마감시까지
•접수처 :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복지지원과

○ 전 화 : 053-550-6531∼5

※ 어동화 : 성남초등 방과후학교에서 접수 및 상담(053-23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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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 대구 거주 18세 이상 시민
○ 모집일정

※유의사항 : 1인1과목 신청
•취미문화교육은 동일과목 3회 수강제한 없음
•전화 : 550-6534

구 분 일 시 방 법

인터넷접수
2.11(목) 10:00

~
2.12(금) 18:00

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 접속 후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신청
인터넷검색창 :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확정자발표 2.15(월) 10:00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내 수강정보에서 확인

수강료 납부 2.17(수) 16:00까지

수강 확정된 신청자는 확정자 공지 2일 이내 계좌입금
【대구은행 067-10-001825, 종합복지회관(예금주)】
•수강료 : 4만원/4개월 ※ 본인명의 입금요망
•면제자 : 아이조아카드소지자(셋째 ´01년이후 출생),

결혼이주여성
(해당증명서, 신분증 제출)

미달과목
접수

2.15(월)부터
~

선착순 마감시까지

방문 및 전화 접수/2층 복지지원과
접수익일까지 수강료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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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인원 교 육 내 용 요일 교육기간 교육장 재료비
(준비물)

주간
10:00
~

12:00

요가와 댄스 30 신나는 땐스땐스로 스트레스 날리고
힐링요가로 몸과마음 치유 월·수 3.7∼6.29 1별관

다목적실 간소복

사물과난타 30 신명난 남사물배우기 및 난타기초 월·수 3.7∼6.29 2별관
13호

교재비 등
2만원정도

어회화 30 발음, 회화, 기초문법까지 초급회화를 위한
모든고민해결 월·수 3.7∼6.29 1별관

202호
교재비 등
2만원정도

오카리나 20 깊이있고 매력적인 연주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화·목 3.8∼6.28 1별관

306호
악기

8만원정도

서예 20 서예한 , 한문, 문인화(기초부터 고급까지) 화·목 3.8∼6.28 1별관
306호

붓
개인준비

다이어트요가 30 여자라면 S라인의 날씬몸매, 올바른
자세교정으로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화·금 3.7∼6.24 1별관

다목적실 간소복

6개 과목 160

야간
19:00
~

21:00

하모니카 20 하모니카 기초이론 및 각종 주법 연마 월·수 3.7∼6.29 1별관
306호

악기
6만원정도

생활풍수 30 복을 부르는 생활풍수 및 음양오행과
인테리어 풍수(기초에서 실천까지) 월·수 3.7∼6.29 1별관

101호
교재비 등
2만원정도

밸리&
방송댄스 30 밸리댄스 테크닉, 최신유행 걸그룹 댄스로

균형잡힌 예쁜몸매 만들기 월·수 3.7∼6.29 1별관
다목적실 간소복

달콤베이커리 25 아침식사대용 건강빵(찹쌀바게트, 잡곡빵 등)
생일날 만드는 생크림 케익 월·수 3.7∼6.29 본관

제빵반
재료비 등
13만원정도
(앞치마 등)

중국어회화 25 배우기 쉽고 귀에 쏘옥! 들어오는
생활 중국어회화 월·수 3.7∼6.29 1별관

202호
교재비 등
2만원정도

멀티미디어와
파워블로그 25 사진 및 동 상편집, 블로그·카페·트위터

만들기, 스마트폰·고급인터넷활용 등 월·수 3.7∼6.29 본관
컴1실

교재비 등
2만원정도

행복밥상 30 친환경 재료로 맛과 양만점 가족요리 화·수 3.8∼6.28 본관
16호

재료비 등
14만원정도
(앞치마 등)

생활 어 25 간단생활 어, 여행 어, 팝송, 
외국인과 통하기 화·목 3.8∼6.28 1별관

202호
교재비 등
2만원정도

남도민요와
판소리 20 남도민요와 판소리 눈대목으로 스트레스 확

날리고 단전호흡을 이용한 발성법 화·목 3.8∼6.28 1별관
다목적실 간소복

댄스스포츠 30 자이브, 폴카, 쇼셜댄스, 살사로 파워댄스운동 화·목 3.8∼6.28 2별관
11호 간소복

가족옷만들기 25 재봉틀로 예쁜 가족 옷과 생활소품 만들기 화·목 3.8∼6.28 본관
209호

재료비 등
8만원정도

손바느질
소품 20 내손으로 만드는 생활소품이야기

악세서리, 파우치, 지갑, 쿠션, 가방 등 화·목 3.8∼6.28 1별관
301호

재료비 등
8만원정도

서예 20 붓 씨야 놀자 (한 , 한문) 화·목 3.8∼6.28 1별관
103호

붓
개인준비

컴퓨터초급 25 윈도우, 워드프로세스, 엑셀
생활에 꼭 필요한 인터넷활용 화·목 3.8∼6.28 본관

컴2실
교재비 등
2만원정도

14개 과목 350

※ 개강일 : 과정별 첫수업일



○ 모집대상 : 18세이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 모집일정

※유의사항 : 1인 1과목 신청
•2년내(’14.상반기~’15.하반기) 동일과목 3회까지 수강자 4회부터 수강제한
•2015년 하반기 출석률 40% 미만자 수강 불가
•전화 : 550-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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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시 방 법

인터넷접수
2.11(목) 10:00

~
2.12(금) 18:00

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 접속 후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신청
인터넷검색창 :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http://www.daegu.go.kr/welfarehall/ 

확정자발표 2.15(월) 10:00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내 수강정보에서 확인

수강료 납부 2.17(수) 16:00까지

수강 확정된 신청자는 확정자 공지 2일 이내 계좌입금
【대구은행 505-10-110587-8, 종합복지회관(예금주)】
•수강료 : 4만원/4개월, (단, 커피지도사 강좌는 3만원/3개월)
※ 본인명의 입금요망(과목명 기재)
•면제자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거주자,
결혼이주여성, 아이조아카드소지자(셋째 ´01년이후 출생)
(해당증명서, 신분증 제출)

미달과목
접수

2.15(월)부터
~

선착순 마감시까지

방문 및 전화 접수/2층 복지지원과
접수익일까지 수강료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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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인원 교 육 내 용 요일
(시간) 기 간 장 소 재료비

(정도)

10과목 220

오

전

역사논술
지도사

25 - 역사관련 지식습득
- 효과적인 역사논술지도법(한국사)

월
(10시~13시) 3.7~6.27 제1별관

101호

개강후
강사와
협의

누비디자인 25 - 계절별 맞춤 침구류 및 소품제작
- 기초부터 전문 기능인 양성

화·목
(10시~13시) 3.8~6.28 본관3층

누비디자인 15만원

미술심리
지도사

20 - 미술 작업과정을 통해 자녀교육 및
상담심리전문가 양성

화·목
(10시~13시) 3.8~6.28 제1별관

201호

개강후
강사와
협의

생활한복 25 - 창작 생활한복 및 드레스형 퓨전한복,
여성복, 남성복 제작

수·금
(10시~13시) 3.9~6.29 본관3층

생활한복 15만원

오

후

패션한복 25
- 현대생활에서 편하고 아름답게 입을
수 있는 한복 만들기

- 부업대비 인력양성

화·목
(14시~17시) 3.8~6.28 본관3층

생활한복 15만원

베이비시터 20
- 신생아 아질병에 대한 이해
- 유아 양, 마사지, 모유수유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자격양성과정

화·목
(14시~16시) 3.8~6.28 제1별관

101호
필기
도구

커피지도사 20
- 고급커피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즐기는 효과적인 기술 습득

- 과정이수 후 커피지도사 2급 인증

수
(14시~17시) 3.7~6.1 추후

공지 23만원

야

간

캘리그라피 20
- 멋스러운 씨
- 개성있고 아름다운 독창적 한 을
이용한 서체디자인

월·화
(19시~21시) 3.7~6.27 제1별관

201호 6~7만원

생활공예 20 - 종이접기자격증, 냅킨아트,
북아트, 클레이아트 등

화·목
(19시~21시) 3.8~6.28 제1별관

302호 12만원

플로리스트 20
- 플로리스트 및 국가자격 기능사
취득과정

- 실용적인 꽃바구니, 꽃다발 만들기

수·목
(19시~21시) 3.9~6.30 제1별관

310호 15만원

※ 개강일 : 과정별 첫수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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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 만65세 이상 대구거주시민(1951년 이전 출생 자)
○ 모집일정

※ 유의사항 : 1인 1과목 신청
•2년내(’14상반기~’15.하반기) 동일과목 3회까지 하신 분 접수 불가
•2015년 하반기 출석률 70%미만으로 인한 미수료자 상반기 수강 불가

○ 수 강 료 : 무료 (신분증 지참)  ○ 전 화 : 550-6534 

구 분 접수일 접수방법 접수장소

교양한문, 컴퓨터기초, 컴퓨터활용, 인터넷활용 2.15(월) 방문접수(선착순) 종합복지회관 대강당

활력요가, 건강필라테스. 덩더쿵우리체조, 
우리민요가락장구 2.16(화) 방문접수(선착순) 종합복지회관 대강당

정원미달과목 : 방문 및 전화 접수, 2.17(수) 09시~ / 2층 복지지원과

구분 과목 인원 교 육 내 용 요일 기간 장소 재료비

오전
10:00
~

12:00

8과목 210명

컴퓨터활용 25

- 윈도우 및 인터넷 활용
- 한 2007 실무
- 음악검색, 녹음하기
- 동 상 제작 및 편집 등

화·목 3.8∼6.28 본관2층
컴퓨터2실

교재비
본인부담

우리민요
가락장구 25 - 우리 민요와 장구치는 방법 및

장단 배우기 화·목 3.8∼6.28 2별관
국악반

교재비
본인부담

덩더쿵
우리체조 25 - 남녀어르신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신명나는 우리 춤과 쉬운 제조 수·금 3.9∼6.29 제2별관
11호 없음

교양한문 25
- 쏙쏙!! 들어오는 한문
- 명언배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격수양

수·금 3.9∼6.29 제1별관
101호

교재비
본인부담

컴퓨터기초 25
- 윈도우 입문
- 한 2007 기초
- 인터넷기초

수·금 3.9∼6.29 본관2층
컴퓨터2실

교재비
본인부담

오후
14:00
~

16:00

활력요가 30
- 쉬운 요가와 명상호흡으로
스트레스 근심걱정, 우울 해소

- 몸과 마음 건강 유지
월·수 3.7∼6.29 제1별관

다목적실 없음

건강필라테스 30
- 갈수록 젊어지는 최고건강
대체요법

- 100세 맞춤형 건강요가
화·목 3.8∼6.28 제1별관

다목적실 없음

인터넷활용 25

- 이메일 가입과 활용
- 다양한 SNS 서비스 활용
(페이스북, 트위터 등)

-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검색

화·목 3.8∼6.28 본관2층
컴퓨터2실

교재비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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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수시
♥ 예식시간 •평일 09:00~20:00(야간도 가능) •주말 및 공휴일 09:00~16:00

※ 합동결혼식 : 매월 3주 토요일 13시
♥ 대 상 일반시민
♥ 예식장소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소강당(대구시 달서구 성당로 187)
♥ 좌 석 수 150석(수용인원 : 200여명)
♥ 사 용 료 무료
♥ 주차시설 200여대 주차가능
♥ 무료지원 예식홀, 신부대기실, 폐백실, 하객접수대, 꽃장식, 웨딩카펫, 주례, 축하공연 등

(단, 드레스, 턱시도 등 웨딩페키지 110만원) 
※ 합동결혼식 : 예식관련시설 및 장비, 웨딩페키지 등 일체 무료

♥ 문 의 처 ☎ 053-55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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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대구광역시내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33세미만의 미혼 근로여성

★ 운 현황 •입주기간 : 2년(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
•입주정원 : 100세대 188명(세대별 2명)
•임 대 료 : 작은방 월 20,000원 / 큰방 월 30,000
•시 설 : 36.36㎡(11평형), 방2, 주방, 화장실, 베란다

★ 웹사이트(서류안내)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검색
➺ 복지정보 ➺ 편익시설 ➺ 임대아파트

★ 문의 및 신청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달서구 성당로 187) 
☎ 550-6523, 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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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시간 5분 전에 나와 주시고, 10분 이상 연착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관의 사정에 따라 노선 및 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과 야간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버 스 편 •609, 618, 650, 836, 706, 남구1, 서구1
지하철 환승 •성당못 역(1호선)3번출구 : 609, 618, 650, 836, 706

•내당 역(2호선)2번출구 : 서구1
•반고개 역(2호선)2번출구 : 618 •신남 역(2호선, 3호선) : 609

『차량번호』
대구77가 4626

대구은행
성서지점 앞

08:44, 12:44

혜성병원

08:45, 12:45

조달청 정문

08:48, 12:48

대구은행
용산지점

08:55, 12:55

농협하나로마트
버스승강장

08:57, 12:57

전자공고

09:00, 13:00

달서소방서 앞

09:08, 13:08

청구코아
(월성)

09:10, 13:10

e-편한세상
(보성은하@맞은편)

09:14, 13:14

도시철도공사

09:18, 13:18

(구)송현주공

09:19, 13:19

청구제네스

09:21, 13:21

조은병원

09:23, 13:23

서부정류장맞은편
(라온치과 앞)

09:26, 13:26

아리랑호텔
맞은편

09:33, 13:33

교보생명

09:35, 13:35

비엔나
웨딩앞

09:37, 13:37

종합복지회관

09:45, 13:45



http://www.daegu.go.kr/welfareh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