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워

 플라워

 플라워

사계
삼문동 577-2

플라워 원데이클래스 22.08.17.(수) 19:00 (라운드 핸드타이)
22.08.24.(수) 19:00 (트레이 가든)
22.08.27.(토) 11:00 / 15:00
(가든 핸드타이 / 트레이가든)

플리에플라워
삼방동 164-9

summer flower class 
센터피스 만들기

22.08.17.(수) 18:30
22.08.20.(토) 13:00
22.08.24.(수) 18:30
22.08.27.(토) 13:00

마미에
봉황동 204-1

‘꽃을 통해 만나는 하루 ’ 2022.08.20.(토) 11:00 (꽃다발)
2022.08.20.(토) 13:30 (캔들리스)
2022.08.26.(금) 11:00 (플라워바스켓)
2022.08.26.(금) 13:30 (화병꽂이)

루리라탄
삼계동 1498-11 
1층

나만의 생활 소품 만들기 22.08.22.(월) 14:00 (원형 휴지케이스)
22.08.23.(화) 14:00 (자개 썬 캐쳐)
22.08.29.(월) 19:00 (손잡이 트레이)
22.08.30.(화) 19:00 (과일바구니)

라탄앤미
관동동 473-6

내손으로 만들어 오래도록 
사랑받을 라탄 소품

22.08.23.(화) 11:00 / 19:00 
(우드트레이)

라타니안
진영리 1596-13

자연주의 감성소품, 라탄공예 22.08.28.(일) 14:00 (행잉 플랜트)
22.08.29.(월) 10:30 (자개 모빌)

공예한스푼
관동동 1100-4 
101호

더기와 함께 
마크라메 네트백 한 스푼

22.08.16.(화) 10:00 / 18:00
22.08.17.(수) 10:00 / 18:00

아마레가죽공방
내동 1138-1

힐링스마일 모이나 
카드케이스 만들기

22.08.17.(수) 11:30 / 17:00
22.08.19.(금) 11:30 / 17:00
22.08.20.(토) 11:30 / 16:00

아마레
구산동 1057-11

힐링베이킹 22.08.24.(수) 10:30 / 19:00 
(바스크치즈케이크 & 컵케이크)

칠링아웃 율하
장유동 840-4 
107호

꼭 알아야 할 주요 품종 & 테이스팅
국가별 와인 & 테이스팅
내츄럴 와인이란?
꼭 알아야 할 주요 품종 & 테이스팅
국가별 와인 & 테이스팅
내츄럴 와인이란?

22.08.30(화) 19:00
22.08.31(수) 19:00
22.09.01(목) 19:00
22.09.06(화) 19:00
22.09.07(수) 19:00
22.09.08(목) 19:00

차의온도
불암동 229-36

각자의 온도, 
원데이 티클래스

22.08.22.(월) 10:00 / 19:00

영웨이브 댄스학원
부곡동 1161-10,
3층 303호

몸, 마음의 휴(休) 싱잉볼명상 22.08.25.(목) 11:00 / 14:00 
22.08.27.(토) 11:00

김해문화의전당
아람배움터
내동 1131 1층

몸, 마음의 휴(休) 싱잉볼명상 22.08.28.(일) 11:00 / 14:00 
22.08.29.(월) 11:00

영웨이브 댄스학원
부곡동 1161-10,
3층 303호

알로하 김해, 다같이 돌자 훌라 한바퀴 22.09.03.(토) 15:00

김해문화의전당
아람배움터
내동 1131 1층

알로하 김해, 다같이 돌자 훌라 한바퀴 22.08.31.(수) 10:30 

토닥작업실
내동 400

토닥토닥 나의 그릇 만들기 22.08.23.(화) 10:00 / 14:00
22.08.27.(토) 10:00 / 14:00

여름작업실
관동동 1074-2

여름 도자컵 만들기 22.08.24.(수) 10:00 / 14:00
22.08.25.(목) 10:00 / 14:00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서상동 23 5층

향기로운 유자소스 
우동샐러드와 모듬전 

22.08.26.(금) 10:00 
22.08.31.(수) 14:00

간단하지만 든든한 
묵사발 냉국과 두유버섯전

22.09.01.(목) 14:00
22.09.02.(금) 14:00

건강하고 맛있는 브런치 
토마토감자스튜와 샌드위치

22.09.04.(일) 15:00
22.09.05.(월) 14:00

소박하고 건강한 한끼, 
나물주먹밥과 배추국

22.09.07.(수) 14:00
22.09.08.(목) 14:00

김해문화의전당
아람배움터
내동 1131 1층

나를 돌아보는 치유의 글쓰기 22.08.30.(화) 10:30 

숨북숨북
율하동 1360-10

나를 돌아보는 치유의 글쓰기 22.09.02.(금) 10:30

김해문화의전당
아람배움터
내동 1131 1층

함께해요, 디지털 패드 기초 일러스트
개인준비물: 아이패드, 아이펜슬

22.08.30.(화) 19:00

숨북숨북
율하동 1360-10

함께해요, 디지털 패드 기초 일러스트
개인준비물: 아이패드, 아이펜슬

22.09.03.(토)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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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민(성인) 대상 수업입니다.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수업 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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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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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하며
나만의 휴식

 4 4

을찾아요!

2022 문화도시조성사업 
도시미래학교 Tiki-Taka

러스틱가든
구산동 249-22

나만의 반려식물, 가드닝 수업 22.08.19.(금) 11:00

곰플라워
율하동 1400-4

내가 만든 화분에 담는 
반려식물

22.08.19.(금) 19:00

쉬어가 학교 수업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