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 단양읍 : 6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 운영횟수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요가반 3-11월 주2회  30명 심신단련을 위한 요가

에어로빅반 3-11월 주2회  20명 건강 에어로빅 댄스

몸펴기운동

반
3-11월 주 회  30명 자연치유 운동요법

공예반 3-11월 주1회  20명 다양한 공예품 만들기
특성화

프로그램

풍물반 3-11월 주1회 10명 전통 사물놀이

족구반 연중 주3회 20명 족구훈련 및 경기

❏ 매포읍 : 7 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 운영횟수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실버노래교실 3-11월 주1회 21명 노년층 노래강좌

건강댄스 3-11월 주2회 39명  체조 및 요가
특성화
프로그램

색소폰교실 3-11월 주1회 20명  색소폰 강좌

기타교실 3-11월 주1회 26명 기타 강좌

풍물교실 3-11월 주1회 25명  풍물,난타 강좌

몸펴기자연
치유운동

3-11월 주1회 40명 자연치유 운동요법

생활퀼트&발
도르프

3-11월 주1회 12명
생활소품 및 발도르프 

인형만들기



❏ 단성면 : 8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 운영시간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꽃차소믈리에 3-10월 19:00-21:00 30명 꽃차소믈리에 교육

그라운드골프 3-10월 15:00-17:00 21명
골프 기본자세 및 
경기규칙 교육

스포츠댄스 3-10월 19:00-21:00 27명 활기 넘치는 댄스

웰빙요가 3-10월 19:00-21:00 28명 몸의 유연성 증진

손뜨개 3-10월 15:00-17:00 21명 손뜨개 교실

몸펴기운동 3-10월 19:00-21:00 26명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스 

해소

석부작공예 3-10월 18:00-20:00 28명 석부작공예 교실

풍물 난타 3-10월 19:00-21:00 18명 풍물과 난타 교실

❏ 대강면 : 8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횟수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풍물기초 연중 주1회 20명 사물놀이 강의

실내합주 연중 주1회 17명 기타,드럼,키보드 강의

건강체조 연중 주1회 40명 몸살림 체조 수강

청춘 
노래교실

연중 주1회 45명 가요 등 노래수업

배드민턴 연중 주1회 20명 배드민턴 기초과정

제과제빵 연중 주1회 20명 제과제빵 기초과정

에어로빅 연중 주1회 20명 기본동작 등 수강

그라운드 
골프

연중 주1회 20명
그라운드 골프의 이해 및 

실습



❏ 가곡면 : 5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횟수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사교댄스 3-12월 주2회 24명 건강을 위한 사교춤

제과제빵 3-12월 주2회  15명 쿠키, 빵 만들기

몸살리기반 3-12월 주1회 37명
이론과 실습 병행 

자유치유 운동

탁구교실 4-12월 주2회 20명 초보 탁구교실

등산반 4-12월 월1회 25명 등산

❏ 영춘면 : 6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 운영횟수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서예교실 연중 주1회 12명 붓글씨, 수묵화 그리기 등

노래교실 연중 주1회 25명 대중가요 등 노래배우기

배드민턴
교실

연중 주1회 25명
배드민턴 기초, 자세교정 및 

연습

한국무용 연중 주1회 15명 한국무용 기초동작 익히기

온달평강
댄스교실

연중 주1회 25명 대중가요와 함께하는 댄스 배우기

방과 후
영어교실

연중 주1회 28명 기초회화 및 수업내용 복습



❏ 어상천 : 6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 운영시간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손뜨개교실
2월-4월

9월-12월
주1회 10명 손뜨개 기초

컴퓨터교실 2월-12월 주1회 12명 컴퓨터 자격증 대비

서예교실 2월-12월 주1회 15명 올바른 서도 교육

건강체조
2월-3월

9월-12월
주1회 20명 스트레칭, 민속체조

색소폰교실 2월-12월 주1회 10명 색소폰 기초

탁구교실 2월-12월 주1회 15명 탁구 이론 및 기본자세

❏ 적성면 : 5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 운영횟수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게이트볼
기초반 1월-12월 주1회 16명 게이트볼 기초강습

풍물 1월-12월 주1회 21명 농악 장단 및 공연 
강습

청춘노래교실 1월-12월 주1회 32명 가요 부르기 등 강습

KSS아코디온 1월-12월 주1회 19명 아코디언 합주 등 
강습

난타 1월-12월 주1회 21명 난타 장단 및 
공연강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