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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에 따른 환불처리

결제수단 환불방법

신용카드 결제한 신용카드 지참하여 환불처리 (3~5일 소요)

현금 본인명의 계좌로만 환불가능 (5~7일 소요)

온라인 
강좌시작 전 –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불 가능

강좌시작 후 – 방문신청만 가능

기간별 환불규정

기 간 내 용

강좌 시작
1일 전

전액 환불 
※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시작 전전날 평일까지 신청

강좌 시작일
이후 ~

종강 2주전
남은 회차 × 회당 수강료

강좌 폐강 시 고지일 일주일 이내 방문하여 전액환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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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강 좌 명 강사명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원) 강의실

무용

코어강화 건강 필라테스 안영미 월금 10:00~11:00 100,000 302호

탄력있는 몸매 소도구 필라테스 A반 안영미 월목 19:00~19:50 100,000 302호

탄력있는 몸매 소도구 필라테스 B반 안영미 월목 20:00~20:50 100,000 302호

힐링요가 A반 전경자 월수금 19:00~19:50 100,000 운암홀

힐링요가 B반 전경자 월수금 20:00~20:50 100,000 운암홀

텐션 업! 종합댄스

(라인, 줌바, 에어로빅)

조옥순

(실비아)
화목 13:30~14:50 60,000 운암홀

해피타임 힐링 라인댄스! 임수연 수금 15:30~17:00 70,000 운암홀

미술

낭만이 있는 수채화 교실 김상백 목 10:30~12:30 90,000 301호

쉽게 배우는 연필초상화 김영숙 금 10:30~12:00 60,000 301호

기초부터 시작하는 수채화 박경호 금 18:20~20:20 100,000 301호

감성 유화 박경호 금 16:00~18:00 100,000 301호

전통의 멋 한문서예 A반 김균진 월 10:00~12:00 70,000 303호

전통의 멋 한문서예 B반 김균진 목 19:00~21:00 70,000 303호

감성 손글씨 캘리그라피 박순화 목 15:30~17:00 90,000 303호

마음의 힐링 월요 사군자/문인화 안승기 월 13:00~15:00 70,000 303호

깊이있게 배우는 기초유화 모기홍 수 10:00~12:00 90,000 301호

보타니컬 아트 & 연필 풍경스케치 A반 전인숙 화 14:00~15:40 120,000 301호

보타니컬 아트 & 연필 풍경스케치 B반 전인숙 화 18:40~20:20 120,000 301호

예술에 실용을 더한 '생활민화' A반 최명옥 화 10:00~12:00 120,000 303호

예술에 실용을 더한 '생활민화' B반 최명옥 화 13:00~15:00 120,000 303호

예술에 실용을 더한 '생활민화' A반 최명옥 수 13:30~15:30 120,000 303호

예술에 실용을 더한 '생활민화' B반 최명옥 수 15:30~17:30 120,000 303호

한글서예 이미숙 금 10:00~12:00 70,000 303호

매난국죽 사군자/문인화 최영희 수 10:30~12:30 100,000 303호

천아트와 야생화 이야기 서정숙 화 10:30~12:00 91,000 202호



분야 강좌명 강사명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원) 강의실

음악

엄지척 국화노래교실 김국화 월 10:00~11:30 60,000 운암홀

감성소통 통기타 A반 박순영 화 19:00~19:50 73,000 304호

감성소통 통기타 B반 박순영 토 13:00~13:50 66,000 201호

감성소통 통기타 C반 박순영 토 14:00~14:50 66,000 201호

피아노 1:1 개인레슨 박락희 목 10:00~13:00 180,000 304호

일주일의 시작 1:1 '월요 플룻'(개별수업) 김유진 월 17:10~20:40 180,000 304호

달콤한 주말 '토요 플룻'(그룹수업) 김유진 토 14:00~14:50 100,000 304호

1:1 토요바이올린(개별수업) 우지연 토 16:00~16:30 150,000 304호

함께하는 바이올린(그룹수업) 우지연 토 15:00~15:50 100,000 304호

성악 1:1 개인레슨(화) 최민영 화
10:00~12:30
13:30~15:00

183,000 304호

성악 1:1 개인레슨(수) 최민영 수
10:00~12:30
13:30~15:00

200,000 304호

이영석의 가곡아카데미 이영석 월 10:30~12:00 200,000 304호

어린이

오케스트라_바이올린
오빛나

박소영
토 10:00~12:00 125,000

303호, 

운암홀

오케스트라_첼로 박민혜 토 10:00~12:00 125,000 304호

오케스트라_플룻 구현지 토 10:00~12:00 125,000
생활문화
센터 2층

오케스트라_클라리넷 최용준 토 10:00~12:00 125,000 회의실

오케스트라_타악기 이상준 토 10:00~12:00 125,000 동아리1번방

Book積Book積(북적북적) 북지컬! 
나는 배우다! A반

나무테랑 토 10:00~11:20 125,000 오봉홀

Book積Book積(북적북적) 북지컬! 
나는 배우다! B반

나무테랑 토 11:30~12:40 125,000 오봉홀

이화YSM키즈 체형교정발레 A반 김보경 토 10:30~11:10 83,000 302호

이화YSM키즈 체형교정발레 B반 김보경 토 11:20~12:10 83,000 302호

이화YSM키즈 체형교정발레 C반 김보경 토 12:20~13:10 83,000 302호

청소년 아트 아카데미반 이종갑 토 9:30~10:30 83,000 301호

어린이(유치부) 아트 아카데미반 이종갑 토 10:40~11:40 83,000 301호

꼬물꼬물 종이접기 오색종이&영어친구 신지영 토 10:00~10:50 58,000 201호

오물조물 재미있는 클레이 공예 신지영 토 11:00~11:50 75,000 201호

즐거운 동요나라 이성희 토 13:10~14:00 100,000 304호



(도보 약13분)

일시

장소

2022. 2. 26(토)

어울아트센터 함지홀

일시

장소

2022. 2. 21(월) ~ 26(일)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