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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형 作

사진을 찍고 글을 씁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생각하고  

관찰하는데 사용합니다. 

보통의 일상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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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문화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새로운 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더욱 빠르고 편리한 

수강신청 기능과 새롭게 선보이는 놀-LAB 강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해진 롯데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하고 퀄리티 높은 강좌들을 만나보세요! 

앞으로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롯데문화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놀-LAB 강좌란?

‘놀자’, ‘Knowledge’의 ‘놀’과 ‘Laboratory(연구소)’의 ‘ 

LAB’의 합성어로, 놀면서 지식도 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롯데문화센터가 기획한 다양한 

특강·액티비티·체험형 강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놀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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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문화센터가 라이프스타일 랩으로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다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추구하는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2018년 겨울에는 우리 삶과 인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을 선보입니다.  

2018년의 끝과 2019년의 시작 그 설렘의 순간을 롯데문화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 ; 일과�삶�사이의�균형크리에이티브 ; 창작의�기쁨에코 리빙 ; 업사이클링특별한 초대 ; 우리가�사랑한�명사

2018 롯데문화센터 연말 시상식 : 수강후기 이벤트

기간� 2018.�12.�1�~�12.�23���

당첨자발표� 2018.�12.�31�홈페이지�공지�및�당첨자�개별�연락

시상 내역 최다 조회수 상��|�가장�많은�회원님들께�읽힌�후기를�쓰신분께�E-북 리더기를�드립니다(1명)

감동 후기 상    �|�흡입력있는�감동�후기를�올려주신분께�무선청소기를�드립니다(1명)

아이디어 상    � |�아이디어가�빛나는�톡톡�튀는�후기를�쓰신분께�에어프라이어를�드립니다(1명)

•세부�내용은�롯데문화센터�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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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초대, 그래서 더 특별한 만남

이 시대 우리가 사랑한 명사

세계 최고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긍정의 힘으로 인간을 위한  

로봇을 만들다>

일시�11.�13(화)�19:00~20:30

장소�강남점�문화센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끈 세계적 지휘자  금 난 새

<해설이 있는 실내악 여행>

일시�1.�12(토)�14:00~15:00

장소�롯데백화점�영등포점�문화홀

출연�금난새,�뉴월드�현악�4중주단

ecO Living

지구를 위한 고민 

그린 라이프

반려동물 작품 만들기

본점�11.�24(토)�14:00~15:30(초등)

수강료�5,000원��재료비�10,000원

유도영��

버려지는 자투리 목재를 활용하여 나만의 

업사이클링 아트조명을 만들어봅니다.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건대스타시티점�11.�30(금)�11:00~12:30(성인)

수강료�5,000원��재료비�10,000원

새움공방�

버려지는 가구, 파레트 등을 재가공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공기정화 액자를 만듭니다.  

•사이즈�:�20cm×25cm

트리 어디까지 만들어봤니?

본점�12.�16(일)�14:00~15:30(초등)

수강료�5,000원��재료비�15,000원

메리우드

전구와 오너먼트로 장식한 트리로 사용하다가 

소품걸이로 활용가능한 우드트리를 만듭니다.

플랜테리어 PLANTERIOR 
나만의 작은 정원 만들기

본점�11.�29(목)�13:30~15:00(성인)�

미아점�1.�3(목)�11:00~12:00(성인)

김포공항점�12.�2(일)�14:00~15:00(유아)�

수강료�5,000원�재료비�5,000원

새봄커뮤니티�

한번 먹고 버리는 일회용 컵을 이용하여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봅니다.

•�롯데문화센터는�국내�최대�업사이클링��

문화공간인�'서울�새활용플라자'�입주�스튜디오와�

함께�폐기물에�디자인을�더하고�기능과�가치를��

부여하여�우리�아이들이�자라날�환경에��

작게나마�도움이�되고자�합니다.

환경을 위한 한걸음, NO 플라스틱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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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도자기 속, 다육식물 정원 만들기

분당점�11.�19(월)�11:00~12:30����

안산점�1.�16(수)�11:00~12:30�

수강료�10,000원(재료비�포함)

오승민�플로리스트,�한국식공간학회,�한국도자재단�추천�강사

•본�강좌는�소공원에서�진행되며,�수강하시는�분들께�소공원�음료�쿠폰을�증정합니다.

올 겨울 꼭 함께 하고픈 
손 뜨개 도넛 포인트 쿠션

본점�11.�29(목)�11:00~13:00�

수강료�30,000원(재료비�포함,�지름�31cm�기준)

윤미경�예술의전당�아트마켓�작가

오동통 자이언트 얀을 이용해 손으로 직접 

뜨는 도넛 쿠션을 만들어봅니다. 

소품 하나로 연말인테리어 완성 
드라이 플라워로 만든 미니 가랜드

잠실점�12.�2(일)�13:00~14:30���

수강료�25,000원(재료비�포함)�

이송희�말리공방�아티스트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한 미니 가랜드로  

올 연말 특별한 공간을 연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실패하지 않는 

독립출판 길라잡이

본점�2.�11(월)�19:00~20:00�

수강료�5,000원

김병철�출판사�‘오키로북스’�대표�

독립출판을 하고 싶지만 그 절차 및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책의 구성과 인쇄, 

유통까지 담은 독립출판 길라잡이 강좌입니다.

나 ‘독립출판’ 했어요! 

글쓰기를 통해 바뀐 삶

본점�2.�25(월)�19:00~20:00

수강료�5,000원

김경희�작가,�<찌질한�인간�김경희>�저자

<회사가 싫어서>,<찌질한 인간 김경희>의  

김경희 작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글쓰기 과정을 들어봅니다.

김봉수 셰프와 함께하는  
세라믹 소셜 다이닝

11.�8(목)�12:30~14:00�

김봉수�현�SMCQ�company,�<도마>�헤드�셰프

장소�G-세라믹페어�행사장�내�이벤트관

신청방법��롯데문화센터�홈페이지�‘놀-LAB’�

�‘세라믹페어’�검색�후�무료�신청�

��(선착순�10명한)�

•김봉수�셰프가�제공하는�10만원�상당의�디너�만찬�제공

2018 G-세라믹페어 
‘맛있는 그릇’

국내 유일의 도자전문페어로 

현대라이프스타일 속 살아있는 도자 

트렌드를 살펴보고 감각적인 도자생활을 

제안해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일시�2018.�11.�8(목)�~11.�11(일)

장소�서울�aT센터�1전시장

한국도자재단 추천 강좌

일상 속 끄적임이 멋진 창작물로 완성되는 순간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소품으로 그리는 그림일기

본점�11.�30(금)�19:00~20:00�

수강료�10,000원(재료비�포함)

오영은�일러스트레이터,�<수영일기>�저자

일상의 에피소드를 그린 컷들로 SNS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일러스트레이터 오영은  

작가와 함께 하는 그림일기 그리기 시간입니다.

김봉수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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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거장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

국내 최고의 전문가 100인이 세계적 거장을 찾아 12국 154개 도시로 떠나는 인문기행 프로젝트 ‘클래식 클라우드’.  

믿음직한 안내자와 함께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거장의 삶과 명작이 탄생한 곳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클래식 클라우드

허나영 전원경

유윤종

•수강료 각 20,000원   

•수강하신 분께 클래식 클라우드 책을 증정합니다.

<클림트> 전원경 작가의 
‘빈에서 만난  
황금빛 키스의 화가’

본점�11.�10(토)�17:00~18:00�

전원경�예술의전당�예술아카데미�강사�<예술,�역사를�만들다>저자�

<이중섭, 떠돌이 소의 꿈>  
허나영 작가의 ‘도쿄에서  
서귀포까지, 유랑의 여정’

본점�10.�27(토)�17:00~18:00�

허나영�작가,�<화가VS화가>�<이중섭,�떠돌이�소의�꿈>�저자

김성현

<푸치니> 유윤종 음악전문기자  
‘토스카나의 새벽을  
무대에 올린 오페라의 제왕’

본점�12.�8(토)�17:00~18:00�

유윤종�동아일보�음악전문기자,�서울시립교향악단,�월간SPO편집장

<모차르트>  
김성현 기자의 
‘천재의 그랜드투어가 시작된다’

본점�11.�24(토)�17:00~18:00�

김성현�조선일보�기자�<봉주르오페라>,�<시네마클래식>저자

12월 백조의 호수 Swan Lake

작곡�표트르�일리치�차이콥스키

리암 스칼렛의 안무로 새롭게 탄생한 로열발레만의 ‘백조의 호수’

2월 마담 버터플라이 Madama Butterfly

작곡�자코모�푸치니

19세기 일본을 배경으로한 게이샤와 해군중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1월 호프만 이야기 Les contes d’hoffmann

작곡�자크�오펜바흐

세 가지 에피소드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재미있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

11월 보헤미안 랩소디

브라이언�싱어�감독�/�레미�맬렉�주연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12월 마약왕

우민호�감독�/�송강호,�조정석,�배두나�주연

마약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약왕 '이두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1월 웰컴 투 마웬

로버트�저메키스�감독�/�스티브�카렐,�다이앤�크루거�주연

다큐멘터리 <마웬콜>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포레스트 검프>로 

아카데미를 수상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신작

2월 메리 포핀스 리턴즈

롭�마샬�감독�/�에밀리�블런트,�메릴�스트립�주연

P.트래버스 원작의 전설적인 동화, 헐리우드 클래식이 된 뮤지컬 

<메리 포핀스>의 55년 만의 속편.

진행�한기일

영화평론가,��

팟캐스트�예술분야�1위�

<명화남녀>�진행자

진행�김학민

오페라�연출가

<오페라�읽어주는�남자>�저자

커피와 핫도그를 먹으며 개봉 영화 감상 후 
영화평론가로부터 해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일시���매월�셋째주�목요일�
��11.�15�/�12.�20�/�1.�17�/�2.�21,�11:00~13:40

장소��롯데시네마�에비뉴엘�(명동)��수강료�10,000원

•개봉일 및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강연일 또는 작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핫도그와 음료(커피)를 제공합니다

시네마 브런치 TALK

전 국립 오페라단 단장 김학민 교수로부터 

해설을 들으며, 세계 최정상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영상물을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일시����매월�둘째�주�수요일�

��12.�12�/�1.�9�/�2.�13�

��10:50~12:30

장소��롯데시네마�에비뉴엘�(명동)�

수강료��10,000원

오페라 마티네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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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Y SCHARF, SUPER POP UNIVERSE 
케니 샤프, 슈퍼 팝 유니버스

일시� 11.�21(수)�14:00�

수강료� 10,000원(초대권�포함)

장소�� 롯데뮤지엄(롯데월드타워�7층,�에비뉴엘�6층)

집결장소� 롯데월드타워�7층�롯데뮤지엄�매표소�앞

www.lottemuseum.com

서울 잠실

julies 마카롱 클래스

12.�19(수)�14:00~17:00��12.�22(토)�14:00~17:00

1.�16(수)�14:00~17:00����1.�19(토)�14:00~17:00�

장소�julies(강남구�영동대로�112길�61)���

수강료�90,000원

삼성동 마카롱 맛집 julies에서 먹기 아까울 만큼 예쁘고 맛있는  

마카롱을 만들어봅니다. •1인�마카롱�30개�상당

#julies #쥴리스 #마카롱 서울 삼성

이매진 _ 존 레논 展

일시� 12.�19(수)�11:00

수강료� 10,000원(초대권�포함)

장소�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집결장소�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제3전시실�입구

https://imaginejohnlennon.modoo.at

서울 서초  #doyoce_ceramic #도요새 #도예 

도요새 세라믹 취향존중 도예 클래스

12.�4(화)�19:00~20:30��12.�8(토)�14:00~15:30

1.�10(목)�19:00~20:30��1.�12(토)�14:00~15:30

장소�도요새�세라믹�샵앤스튜디오(송파구�송파동�93-5)

수강료�60,000원(가마비�포함)

 치즈보드 & 소스볼, 화병, 머그컵 & 머들러, 소품세트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울 잠실

 아라리오 컬렉션

일시� 2.�20(수)�11:00���

수강료� 10,000원(입장료�포함)

장소� ARARIO�MUSEUM�아라리오�뮤지엄

집결장소� �ARARIO�MUSEUM�in�space��

(아라리오�뮤지엄�인스페이스)

서울 종로
#nespresso #홈카페 #커피

네스프레소 커피클래스

레시피 클래스����������수�11:00~12:30(12.�5�/�1.�9�/�2.�13)

버츄오 웰커밍 클래스�수�11:00~12:30(12.�12�/�1.�16�/�2.�20)

마스터 오리진 클래스�수�11:00~12:30(12.�19�/�1.�23�/�2.�27)

장소�네스프레소�청담�플래그십�부티크
수강료�1회�5,000원��

서울 청담

   

도슨트 김찬용��

미술전시�해설가,��

롯데뮤지엄,�예술의�전당,���

서울시립미술관�등�전시�해설

너 이번 주에 뭐하니? 

우리 여기서 놀-LAB?

라이프스타일 LAB 놀-LAB

놀자!�배우자!�다양한�액티비티,�이벤트,�체험을�찾아보세요.

•외부강좌는 3일전까지만 취소 가능  •식사비, 교통비는 개인부담

•시작시간 10분전 도착, 당일 지각 및 개인사정으로 불참 시 환불 불가 

knOwLeDge LAB

도슨트와 함께하는 미술관 투어 

너 미술관에서 놀-LAB?
모바일�QR�코드�스캔



캘리그라피

화�15:40~17:00

화�17:00~18:20

화�19:00~20:20

수강료�92,000원�(10회)�재료비�50,000원�

신윤경�캘리그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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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있는 펜 일러스트

월�19:00~20:20

수강료�100,000원�재료비�별도

준비물�16절�스케치북,�스테들러�피그먼크라이너�0.3,��

볼펜,�연필,�지우개

김민�화가

먹그림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월�18:30~19:50

목�13:00~14:20

수강료�100,000원�교재비�17,000원�(재료비�별도)

이숙경�POP�연구회�인천�지부장

수요 플루트

수�19:30~20:30�

수강료�130,000원�

박경순 부천플루트앙상블�단장

로맨틱 프랑스 자수

월�10:30~11:50

월�19:00~20:20

수강료�90,000원�재료비�별도

서한나 프랑스�자수�전문강사

B.R.P 피트니스 발레

화�19:30~20:30

수강료�100,000원�(10회)

준비물�첫날�간편한�복장�(발레복은�강사를�통해�구매가능)

정미진 이화�YSM�BRP�발레�전문강사

수요 힐링요가

수�19:00~19:50

수강료�110,000원�

한은란 요가�전문강사

서양화 아뜰리에(유화, 수채화, 드로잉)

목�19:00~21:00�

수강료�110,000원�

준비물�4B연필,�수채화,�유화도구,�8절�스케치북

김인철 홍익대�대학원�미술학과�박사,�아트트리스�갤러리�관장

일요 체형교정 성인발레 스트레칭

일�11:00~12:10

일�13:30~14:40

수강료�110,000원�

장유주 전문강사

일요 클래식 기타

일�10:30~11:30�

일�11:30~12:30�

수강료�110,000원

성은희 클래식기타�전문강사

워라밸 ; wOrk & LiFe BALAnce

일과 삶 그 사이의 균형. 알찬 하루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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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이고 활동적 중년
액티브 시니어

멋지고 매력있는 차밍댄스 

월�13:30~14:30

수강료�90,000원�

김정민�차밍댄스코리아�전문강사

·공개강좌�12.3(월)�13:30

일상의 활력, 라인댄스 

월�15:00~16:00�

수강료�90,000원

홍은미�라인댄스�전문강사�UCWDC�일본국제대회�1위

·공개강좌�12.3(월)�15:00

골반 교정을 위한 피트니스 워킹댄스 

월�16:20~17:20

수강료�130,000원

이광호�장생보법�걷기�전문강사

즐거운 초·중급 영어 회화반

월�14:30~15:20

수강료�90,000원�교재비�별도

이병각�서울사회복지대학교�영어과�교수

기초 영어회화

화�10:30~11:50

수강료�83,000원�(10회)

정상기�영어�회화�전문강사,�충북사범대학교�영어교육과

해피투게더 가요클리닉 교실 

목�11:50~12:50�

수강료�90,000원

조현숙 �노래전문강사

·공개강좌�12.6(목)�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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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모델 아카데미를 

수강하시는 분 중  

한 분을 선발하여  

주인공의 기회를 드립니다.

시니어모델에 

도전하세요!

롯데백화점 잠실점  

문화센터 회원 염금숙 님

SeniOr MODeL event

014 · Special



취향이 모여 작품이 되는 곳
백화점 속 작은 공방 

막힌 코를 위한 청비고스틱

11.1(목)�12:30~13:50

수강료�5,000원�재료비�2,500원

김홍여 국제아로마라이프협회,�한국수공예협회�강사

카렌듈라 립밤

12.6(목)�12:30~13:50

수강료�5,000원�재료비�3,000원

김홍여 국제아로마라이프협회,�한국수공예협회�강사

특별한 날 귀여운 초콜릿 비누

11.6(화)�13:00~14:20

수강료�5,000원�재료비�15,000원,�포장�포함

김가영 �더아로마스쿨�소속강사,�천연비누�전문강사

아로마 왁스 타블렛

11.13(화)�13:00~14:20

수강료�5,000원�재료비�20,000원

김가영 �더아로마스쿨�소속강사,�천연비누�전문강사

정제수 0% 금수분세럼

11.20(화)�13:00~14:20

수강료�5,000원�재료비�15,000원

김가영 �더아로마스쿨�소속강사,�천연비누�전문강사

웰메이드 플라워 캔들

11.27(화)�13:00~14:20

수강료�5,000원�재료비�12,000원,�포장�포함

김가영 �더아로마스쿨�소속강사,�천연비누�전문강사

해초 클레이 비누 

12.4(화)�13:00~14:20

수강료�5,000원�재료비�15,000원,�100g�X�4ea

김가영 �더아로마스쿨�소속강사,�천연비누�전문강사

비타민 펩타이드 영양크림

12.11(화)�13:00~14:20

수강료�5,000원�재료비�15,000원,�50ml

김가영 �더아로마스쿨�소속강사,�천연비누�전문강사

소원팔찌

12.4(화)�10:30~11:50

12.7(금)�19:00~20:20

수강료�5,000원�재료비�10,000원

이수연 (사)한국선물포장협회�사법강사,�매듭공예�전문강사

크리스마스 소이캔들 기프트박스

12.18(화)�13:00~14:20

수강료�5,000원�재료비�18,000원,�포장�포함

김가영 �더아로마스쿨�소속강사,�천연비누�전문강사

크리스마스 리스

12.11(화)�10:30~11:50

12.14(금)�19:00~20:20

수강료�5,000원�재료비�20,000원

이수연 (사)한국선물포장협회�사법강사,�매듭공예�전문강사

로맨틱 플랜트 행거

11.27(화)�10:30~11:50

11.30(금)�19:00~20:20

수강료�5,000원�재료비�20,000원

이수연 (사)한국선물포장협회�사법강사,�매듭공예�전문강사

손끝으로 완성 당신의 인생작품

자연주의 아로마&화장품 클래스

·성인만 입장가능, 자녀동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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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 입장가능, 자녀동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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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스타일 커플향수 

11.10(토)�18:00~19:00

수강료�5,000원�

재료비�25,000원�(여성용�1개+남성용�1개),�포장�포함

김윤희 더아로마스쿨�원장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대비반

목�16:00~18:00

수강료�130,000원�재료비�월�170,000원

로맨틱 플라워 소이캔들

12.23(일)�13:00~13:50

수강료�5,000원�재료비�20,000원,�포장�포함

김가영 더아로마스쿨�소속강사,�천연비누�전문강사

AVEDA 아로마 명상 요가

11.24(토)�15:00~16:00

수강료�5,000원

이유주�요가움원장,�저서<8주에완성하는홈요가>

아로마향을 맡으며 스타 요가강사 유주와 함께 

명상 요가를 경험해 보세요.

큐티 쁘띠 젤캔들

11.10(토)�13:00~13:50

수강료�5,000원�재료비�15,000원,�포장�포함

김가영 더아로마스쿨�소속강사,�천연비누�전문강사

플로리스트를 위한 베이직 클래스

목�14:30~15:50

수강료�110,000원�재료비�월�150,000원

목요플라워 클래스

김복실 플로리스트,�원예심리상담지도사,�국제�꽃기예개발협회꽃사랑회�지회장�

·재료�준비로�인해�개강�3일전까지�취소가능,�준비물�꽃가위

주말이 필요한 이유
리프레쉬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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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스트가 전하는
꽃의 모든 것

실크플라워 리스장식

11.1(목)�16:40~18:00

수강료�5,000원�재료비�35,000원

목화 꽃다발 리스장식

11.15(목)�16:40~18:00

수강료�5,000원�재료비�35,000원

플라워 원데이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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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배움의 깊이
인문학 커뮤니티

미술의 메카 뉴욕 뮤지엄 베스트

화�12:20~13:40�

수강료�108,000원�(10회)

1강�세계3대�미술관�뉴욕�메트로�폴리탄�뮤지엄�

2강�뉴욕�MOMA�현대미술관�

3강�뉴욕�구겐하임�미술관

4강�뮤지엄에�관한�모든것

5강�뉴욕,�대저택이�미술관으로!�프릭�컬렉션

6강�클림트�좋아하세요?�뉴욕의�노이에갤러리

7강�렌조�피아노의�휘트니�미술관

8강�뉴욕�예술의�거리�소호SOHO

9강�뉴욕�제�2규모�브루클린�뮤지엄

10강�뉴욕�최초의�갤러리�가고시안과�첼시

20세기 서양미술사 속 현대 예술가들

화�13:50~15:10�

수강료�108,000원�(10회)

1강�공포와�고통을�그린�프란시스�베이컨

2강�너무나�'미국적인�작가’�로버트�라우센버그

3강�대표적�표현주의�추상화가�빌렘데�쿠닝

4강�의식과�무의식의�대화�로버트�마더웰

5강�파리�시청�앞에서의�키스�로베르�두아노�

6강�한국최초�서양화가�고희동과�나혜석

7강�거대한�거미�엄마,�루이스�부르주아

8강�야만적인�현대�원시�미술�장�뒤뷔페�

9강�옵아트의�대가�빅토르�바사렐리와�브리짓라일리

10강�'인생은�멀리서�보면�희극이고�가까이서�보면�비극이다'�찰리채플린

난생 처음 배우는 서양 미술사

화�15:20~16:40�

수강료�108,000원�(10회)

1강�표현주의�키르히너�와�뭉크

2강�추상파�칸딘스키와�몬드리안

3강�절대주의�;�말레비치

4강�다다이즘�:�개념미술의�시작�뒤샹

5강�초현실주의�;�살바도르�달리�

6강�바우하우스�

7강�파리파�;�모딜리아니와�샤갈

8강�추상표현주의�;�잭슨폴록과�마크�로스코

9강�팝아트�앤디워홀�

10강�극사실�주의

성북동 갤러리 313 외부특강

11.22(목)�11:00~12:00

수강료�15,000원�관람료,�중식비�별도

청담동 오페라 갤러리  외부특강

1.24(목)�11:00~12:00

수강료�15,000원�관람료,�중식비�별도

용산구 갤러리 ARTWA  외부특강

12.13(목)�11:00~12:00�

수강료�15,000원�관람료,�중식비�별도

인사동 아트 투어  외부특강

2.21(목)�11:00~12:00

수강료�15,000원�관람료,�중식비�별도

그림으로 보는 세대의 시각, 화요 미술사 아카데미

정현주 성균관대학교�미술교육과�졸업,�홍익대학교�문화예술경영학과�석사

그림 읽는 시간 정현주의 미술산책

정현주 성균관대학교�미술교육과�졸업,�홍익대학교�문화예술경영학과�석사

·성인만 입장가능, 자녀동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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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고 멀리 보는 당신이라면
실전 교양 아카데미

생활 명리학

월�13:30~14:50�(연구반)�

월�15:00~16:20�(초급반)

수강료�110,000원�교재비�30,000원

박정식 한국�역리학회�중앙학술�위원,�명리강원�원장

힐링 타로 이야기

금�15:30~16:50�

수강료�130,000원

박서연 現�(사)한국�역술인�협회�대의원,�최현주�타로�이야기��

Primary�Course�이수

기혜경의 관상톡

수�11:00~12:20�

수강료�110,000원

기혜경 한국�관상가,�한국역술인�협회,�중앙학술위원�심리상담사

인생을 읽어내는 명쾌한 키워드

·성인만 입장가능, 자녀동반불가

즐거운 초·중급 영어 회화반

월�14:30~15:20�

수강료�90,000원�교재비�별도

이병각 서울사회복지대학교�영어과�교수�

아키코의 원어민 일본어 회화

수�12:10~13:10�(초급)

수�13:20~14:20�(기초)�

수�14:30~15:30�(기초회화)

수�15:30~16:30�(회화)

수�16:30~17:30�(왕초보)

수강료�110,000원�

아키코 Native�speaker

기초 영어회화

화�10:30~11:50�

수강료�83,000원�(10회)

정상기 영어회화�전문강사,�충북사범대학교�영어교육과

당신의 멋진 능력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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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가 필요하다면 오늘부터
악기 · 노래

신나고 Fun Fun한 김수희 노래 교실 

화�11:50~12:50�

수강료�58,000원�(10회)

김수희 노래�전문강사�

·공개강좌�12/4(화)�11:50

정현세의 팝스 클리닉 (올드팝 배우기) 

화�13:20~14:40�

수강료�108,000원�(10회)

정현세 팝송�전문강사�

·공개강좌�12/4(화)�13:20

해피투게더 가요클리닉 교실 

목�11:50~12:50�

수강료�90,000원

조현숙 노래�전문강사�

·공개강좌�12/6(목)�11:50

춤추는 노래박사 하동주 노래 교실  

금�11:00~12:20

수강료�60,000원�

하동주 실버TV�신바람�노래교실�진행

화요 바이올린

화�18:30~19:20�

수강료�초급�117,000원�(10회)�

중급�125,000원�(10회)�

고급�135,000원�(10회)

최정순 미국LA쉐퍼드대학교�음악과�석사졸

수요 플루트

수�19:30~20:30�

수강료�130,000원�

박경순 부천�플루트�앙상블�단장

드럼 교실 

금�13:20~14:20�(기존)

금�14:20~15:20�(기존)

금�15:30~16:30�(신규)

금�16:40~17:40�(기존)

수강료�120,000원��6명�정원�준비물�패드/스틱�세트

김영빈 Drummer

일요 클래식 기타

일�10:30~11:30�

일�11:30~12:30�

수강료�110,000원�

성은희 클래식기타�전문강사

흥겨운 장구

수�13:00~13:50�

수강료�120,000원

홍순엽 국악전공,�전문강사

재즈 바이올린

화�19:30~20:20�

수강료�125,000원�(10회),�8명�정원

최정순 미국LA쉐퍼드대학교�음악과�석사졸

통기타 교실

토�10:30~11:30�(중급)�

토�11:40~12:40�(초급)

수강료�110,000원�

김상중  기타리스트

·성인만 입장가능, 자녀동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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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 당신의 하루를 바꿔줄
생활 건강•댄스

멋지고 매력있는 차밍댄스 

월�13:30~14:30

수강료�90,000원�

김정민 차밍댄스코리아�전문강사

·공개강좌�12.3(월)�13:30

일상의 활력, 라인댄스 

월�15:00~16:00�

수강료�90,000원�

홍은미 라인댄스�전문강사�UCWDC�일본국제대회�1위

·공개강좌�12.3(월)�15:00

골반교정을 위한 피트니스 워킹댄스 

월�16:20~17:20

수강료�130,000원�

이광호 장생보법�걷기전문강사

한국무용

수�16:00~17:30�(고급)�

수강료�120,000원

최공주 인천시립무용단

B.R.P 피트니스 발레

화�19:30~20:30

수강료�100,000원�(10회)

준비물�첫날�간편한�복장�(발레복은�강사를�통해�구매가능)

정미진 이화�YSM�BRP�발레�전문강사

수요 힐링요가

수�19:00~19:50

수강료�110,000원�

한은란 요가�전문강사

차밍 건강댄스 

목�13:00~14:00

수강료�90,000원�

조현숙 차밍댄스�전문강사

·공개강좌�12.6(목)�13:00

리드미컬 근력요가

목�19:00~19:50�

수강료�110,000원�

한은란 요가�전문강사

일요 체형교정 성인발레 스트레칭

일�11:00~12:10

일�13:30~14:40

수강료�110,000원�

장유주 전문강사

·성인만 입장가능, 자녀동반불가

026 · For Adult 2018 winter · 027



일주일에 한 번, 나의 작업실이 되는
미술·서화

수채화 & 스케치

월�10:30~12:30�

수강료�110,000원

준비물�4절�스케치북,�4B연필,�수채화물감

김재열 서양화가,�홍익대�산업미술대학교�교수

문인화 (사군자)

월�10:30~12:30

금�13:00~15:00

수강료�110,000원

임석근 한국미술전�초대작가,�인천�문인화분과�위원장

재미있는 인물 초상화

월�14:00~15:20

수강료�120,000원�재료비�35,000원�

곽은영 전문강사

스토리가 있는 펜 일러스트

월�19:00~20:20

수강료�100,000원�재료비�별도

준비물�16절�스케치북,�스테들러�피그먼크라이너�0.3,�

볼펜,�연필,�지우개�

김민 화가

먹그림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월�18:30~19:50

목�13:00~14:20

수강료�100,000원�교재비�17,000원�(재료비�별도)

이숙경 POP�연구회�인천�지부장

한국화

화�10:30~12:30

수강료�92,000원�(10회)

준비물�한지,�붓,�먹

송강림 계양미술협회한국화�분과장

캘리그라피

화�15:40~17:00

화�17:00~18:20

화�19:00~20:20

수강료�92,000원�(10회)�재료비�50,000원�

신윤경 전문강사

한문 서예

수�10:30~12:30

수강료�110,000원

준비물�화선지,�붓,�먹

장동조 서예가,�연구수서예협회장

수요 생활 민화

수�13:30~15:30

수강료�100,000원�(10회)

준비물�한국화용�물감,�붓,�종이,�파렛트�(구매가능)

박다애 한국민화진흥협회�최우수상,�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민화과정�수료

꽃그림 그리기 (Botanical Art)

목�10:00~12:00

수강료�110,000원�(10회)

교재�꽃그림�작품으로�배우는�Botanical�Art/미진사

준비물�8절�스케치북(전문가용),�4B연필,�칼,�지우개

이숙희 보타니컬�아트�전문강사

실용적인 전통 궁중민화

목�19:00~21:00

수강료�100,000원�(10회)

준비물�한국화용�물감,�붓,�종이,�파렛트�(구매가능)

임진영 조선민화박물관�전국민화공모전�특선�

가톨릭대학교�문화예술교육원�민화교육자�과정�수료

쉽게 배우는 수채화 교실 

일�13:00~15:00�

수강료�120,000원�

준비물�스케치북,�수채화물감,�붓,�유성팬

최수동  한국미술협회�자문위원,�인천수채화�협회�고문

·성인만 입장가능, 자녀동반불가

서양화 아뜰리에 (유화, 수채화, 드로잉)

목�19:00~21:00�

수강료�110,000원�

준비물�4B연필,�수채화,�유화도구,�8절�스케치북

김인철 홍익대�대학원�미술학과�박사,�아트트리스�갤러리�관장

기초 수채화, 스케치

금�10:30~12:00

수강료�110,000원�

준비물�4B연필,�지우개,�스케치북

윤정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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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으로 시작, 작품으로 완성 
취미•공예

로맨틱 프랑스 자수

월�10:30~11:50

월�19:00~20:20

수강료�90,000원�재료비�별도

서한나 프랑스�자수�전문강사

선물포장&리본아트&마크라메 (매듭공예)

화�10:30~11:50

금�19:00~20:20

수강료�83,000원�(10회,�화)�92,000원�(11회,�금)�재료비�별도

이수연 (사)한국선물포장협회�전문강사

예쁜 손글씨 POP

화�15:40~17:00

화�17:00~18:20

화�19:20~20:20

수강료�83,000원�(10회)�재료비&교재비�별도

신윤경  전문강사

퀼트&패치워크

목�10:30~11:50

수강료�90,000원�재료비�100,000원�내외

민원기 퀼트�디자이너

전통 조각 보자기

금�10:30~11:50

수강료�90,000원�재료비�별도

안영옥 규방공예가

에그아트 (알공예)

금�13:00~15:00

수강료�90,000원�재료비�별도

박동숙 예주에그아트협회장

들꽃자수공예

금�12:00~13:20

수강료�90,000원�재료비�별도

안영옥 규방공예가

천연비누, 자연화장품&생활용품 DIY

목�12:30~13:50

수강료�90,000원�재료비�133,000원

김홍여 국제아로마라이프협회,�한국수공예협회�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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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 입장가능, 자녀동반불가



함께 고민하며 성장하는 자녀 교육 

우리아이 수학개념 학습법

11.21(수)�11:00~12:00

수강료�5,000원

정용호 도서출판�행공신�대표

수의 개념과 자리값의 원리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아이 수학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그려봅니다. 

·대상  4세~초등 4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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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광복점 문화센터 이찬율 어린이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아이 사진을 올려주세요!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롯데문화센터 #롯데키즈모델 #롯데백화점

키즈 모델 이벤트

032 · Special



034 · For kid

개강 전에 만나는 원데이 클래스 

수강료�3,000원,�보호자+자녀�2인�1팀

함께 해서 행복한 40분 엄마랑 강좌 

놀이친구 노리야

목�10:30~11:10,�6~9개월

목�11:20~12:00,�8~11개월

목�12:10~12:50,�11~16개월

목�13:00~13:40,�15~20개월

목�13:50~14:30,�20~30개월

수강료�110,000원�

교재,�재료비�33,000원

김지은 노리야�선임연구원

월요 트니트니 키즈챔프

월�11:00~11:40,�15~25개월

월�11:50~12:30,�20~27개월

월�12:40~13:20,�24~32개월

월�13:30~14:10,�15~25개월

월�14:20~15:00,�13~19개월

월�15:10~15:50,�20~27개월

월�16:00~16:40,�33~55개월

수강료�120,000원�

재료비�30,000원

권대웅 트니트니�전문강사

꼬꼬마 베이비 마사지

목�12:30~13:10,�2~6개월

수강료�35,000원�(4회,�12.6~12.27)

준비물�큰�타올,�오일

박영란 베이비마사지�지도전문강사

재미플러스 오감톡

금�14:00~14:40,�5~10개월

금�14:50~15:30,�8~13개월

금�15:40~16:20,�14~20개월

수강료�100,000원�

재료비�30,000원

신시나 재미플러스�오감톡�전문강사

오레아 오감통합놀이

목�14:00~14:40,�4~8개월

목�14:50~15:30,�7~13개월

목�15:40~16:20,�12~18개월�

목�16:30~17:10,�16~24개월

수강료�110,000원��

재료비�15,000원

안정선 오레아�오감통합놀이�전문강사

트윈클 영어발레•댄스•플레이 

목�15:20~16:00,�24~39개월

수강료�110,000원��

교재,�재료비�20,000원

전기쁨 트윈클�영어발레�전문강사�

수요 트니트니 키즈챔프

수�10:30~11:10,�20~26개월

수�11:20~12:00,�15~24개월

수�12:10~12:50,�13~19개월

수�13:00~13:40,�30~40개월

수�13:50~14:30,�25~34개월

수강료�120,000원�

재료비�30,000원

윤성찬 트니트니�전문강사

정서오감놀이 점핑 베이비

화�10:30~11:10,�15~20개월

화�11:20~12:00,�11~15개월

화�12:10~12:50,�8~11개월

화�13:00~13:40,�5~8개월

수강료�92,000원�(10회)�

재료비�30,000원

박가영 점핑�베이비�전문강사

아빠랑 함께  
리얼 풋볼 아카데미

일�14:00~14:40,�36~48개월

수강료�140,000원�(재료비&선물포함)�

·신규회원�유니폼비�20,000원�별도

준비물�운동화,�물,�간편한�복장

이범연  서울대학교�체육영재센터�연구원

오레아 오감통합놀이

11.15(목)�15:50~16:30,�7~13개월

11.15(목)�16:40~17:20,�12~18개월

놀이친구 노리야

11.8(목)�11:00~11:40,�6~10개월

11.15(목)�11:00~11:40,�10~20개월

재료비�2,000원

재미플러스 오감톡

11.16(금)�14:50~15:30,�5~11개월

11.23(금)�14:50~15:30,�12~18개월

정서 오감놀이 점핑 베이비

11.27(화)�11:20~12:00,�6~12개월

통합놀이 크는 아이랜드

11.12(월)�11:00~11:40,�13~24개월

11.12(월)�11:50~12:30,�10~14개월

11.12(월)�12:40~13:20,�6~11개월

트윈클 영어 발레·댄스·플레이

11.22(목)�14:30~15:10,�24~39개월

신나는 신체놀이 짐짐펀

화�10:30~11:10,�24~36개월

화�11:20~12:00,�23~33개월

화�12:10~12:50,�13~19개월

화�13:00~13:40,�17~25개월

수강료�60,000원�(9회)�

교재비�30,000원�(CD포함)

·12.11(화)�개강

고명진 꿈담아�에듀컨설팅�팀장

통합놀이 크는 아이랜드

월�11:00~11:40,�15~24개월

월�11:50~12:30,�13~20개월

월�12:40~13:20,�10~14개월

월�13:30~14:10,�6~11개월

수강료�90,000원�

재료비�30,000원

허미영 크는�아이랜드�선임강사

토요 트니트니 키즈챔프

토�10:30~11:10,�25~33개월

토�11:20~12:00,�20~26개월

토�12:10~12:50,�27~36개월

토�13:00~13:40,�37~55개월

토�13:50~14:30,�20~30개월

토�14:40~15:20,�13~19개월

수강료�120,000원�

재료비�30,000원

조정래 트니트니�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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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명+자녀 1명, 2인 1팀



체험과 공연이 가득한 가족놀이터 꿈을 먹고 자라나는 어린이 교실

8 메리크리스마스 
산타 젤캔들

12.23(일)�11:00~11:40/12:00~12:40

수강료�2,000원�(1인기준)�

재료비�4,000원

투명한 젤캔들 속에 산타가 퐁당! 

향기 가득한 우리집 캔들을 만들어봅니다.

4 모래로 만드는  
예술 샌드아트 매직쇼

11.17(토)�16:30~17:10

수강료�2,000원�(1인기준)

샌드아트로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나고 

음영의 원리로 이뤄진 다양한 마술쇼를 

보며 상상의 날개를 펼쳐봅니다.

3 하나씩 쏙쏙 
미니 초콜릿 비누

11.10(토)�11:00~11:40/12:00~12:40

수강료�2,000원�(1인기준)��

재료비�8,000원

우리가족 세면대를 책임질 작고 귀여운 

초콜릿 모양의 비누를 만들어봅니다.

2 고소한 내음 솔솔 
디즈니 캐릭터 쿠키

11.3(토)�16:00~17:00

수강료�5,000원�재료비�13,000원

다양한 장식으로 쿠키를 꾸며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맛있는 쿠키도 가져갑니다. 

2인 1조 수업(어른1명+아이 1명, 4세 이상)

7 크리스마스 매직쇼 
마술사 돌프의 빨간양말

12.22(토)�16:30~17:10

수강료�2,000원�(1인기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산타 마술사와 함께  

다양한 마술을 체험하며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알록달록 귀여운 
애벌레 캐릭터 케이크

11.3(토)�14:30~15:30

수강료�20,000원�(재료비�포함)

강사님이 구워온 시트에 다양한 장식을 

활용하여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어봅니다. 

2인 1조 수업(어른 1명+아이 1명, 4세 이상)

5 크리스마스 
산타 얼굴 케이크

12.1(토)�14:30~15:30

수강료�20,000원�(재료비�포함)

강사님이 구워온 시트에 다양한 장식을 

활용하여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어봅니다. 

2인 1조 수업(어른 1명+아이 1명, 4세 이상)

6 귀엽고 앙증맞은 
크리스마스모양 쿠키

12.1(토)�16:00~17:00

수강료�5,000원�재료비�13,000원

다양한 장식으로 쿠키를 꾸며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맛있는 쿠키도 가져갑니다. 

2인 1조 수업(어른 1명+아이 1명, 4세 이상)

·대상 4세 이상

·인당 접수 필수 (케이크, 쿠키 제외)

키즈 체형교정 발레

일�12:30~13:20,�5~7세

수강료�90,000원�

장유주 발레�전문강사

토요 리얼 풋볼 아카데미  
By SNUme

토�10:30~11:10,�6세

토�11:20~12:00,�7세

토�12:10~12:50,�4~5세

토�13:00~13:40,�7세~초등1

수강료�140,000원�(재료비&선물포함)

준비물�운동화,�물,�간편한�복장

장인영 리얼�풋볼�아카데미전문강사�

·신규회원�유니폼비�20,000원�별도

체형교정 토요 발레

토�10:30~11:30,�초등�(고급)

토�11:40~12:30,�5~7세�(초급)

토�12:40~13:30�7세~초등�1�(중급)

수강료�90,000원�(초·중급)

� 110,000원�(고급)

장혜정 키즈프리발레�전문강사

·발레복�별도�준비�

·초급반�45개월�미만�어린이는�접수�불가

일요 리얼 풋볼 아카데미  
By SNUme

일�10:30~11:10,�초등1~2

일�11:30~12:10,�7세

일�12:20~13:00,�6세

일�13:10~13:50,�5세

수강료�140,000원�(재료비&선물포함)

준비물�운동화,�물,�간편한�복장

이범연 서울대학교�체육영재센터�연구원�

·신규회원�유니폼비�20,000원�별도

창의력을 길러주는 유아 미술

토�10:30~11:10,�4~5세

토�11:20~12:10,�6~7세

수강료�100,000원�

재료비�30,000원

박유나 정광인�감각미술�연구소�전문강사

퍼니러니 풋볼 클럽

금�15:50~16:30,�5~6세

금�16:40~17:20,�6~7세

금�17:30~18:10.�7세~초등1

수강료�120,000원

재료비�20,000원

준비물�운동화,�물,�간편한�복장

장인영 퍼니러니�풋볼�클럽�전문강사

트윈클 영어 발레

목�16:10~17:00,�4~5세

목�17:10~18:00,�6~7세

수강료�90,000원�

교재,�재료비�20,000원

전기쁨 트윈클�영어발레�전문강사

·발레복�별도�준비

표현력이 자라나는 창의미술

토�13:10~14:00,�초등

수강료�100,000원��

재료비�30,000원

박유나 정광인�감각미술�연구소�전문강사

EQ 캐릭터 Clay

토�12:20~13:00,�5세~초등

수강료�100,000원�

재료비�40,000원

박유나 정광인�감각미술�연구소�전문강사

바둑 & 체스 오델로 교실

토�13:10~14:00,�6세~초등

수강료�80,000원�

교재비�바둑�9,000원,�체스�10,000원

이근철 대한바둑협회,�MSO�체스본부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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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산책

롯데백화점 창립 39주년 기념 
클래식콘서트 with 드니성호

일시·장소��11.�2(금)�수원점����11.�3(토)�중동점��

�11.�4(일)�영등포점�� 11.�11(일)�대구점�

�11.�24(토)�광복점

문의�해당�점�문화홀

벨기에 브뤼셀 왕립 음악원에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은 세계적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성호의 클래식 콘서트 입니다.

©Disney

미키 90주년 특별전 MICKEY IN SEOUL

기간�2018.�11.�29(목)~12.�26(수)��문의�02–3216�-�2606

장소�롯데백화점�잠실�월드타워점�에비뉴엘�아트홀��

•2019.�1�대구점�/�2019.�2�광복점�순회�예정

미키 90주년을 기념하여 미키 아트웍의 히스토리 부터 김동유,  

김건주, 신동진, 양승진, 여동헌, 차인철, 켈리박, subsub 등 9명의 

유명 아티스트와 콜라보한 특별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세계�단�하나�미키마우스�국내�최초�방문�오픈�행사가�열립니다.�

(선착순�모집,�이벤트�세부�내용�추후�공지)

올 겨울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전시·공연을 소개합니다.

이 시대 두 거장의 영화음악 
한스 짐머 VS 존 윌리엄스

일시�2018.�12.�2(일),�오후�7시

문의��롯데콘서트홀(롯데월드몰�8층)�

��1544-7744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참조�
www.lotteconcerthall.com

죠스, E.T., 해리포터, 배트맨, 

캐리비안의 해적, 인셉션, 스타워즈의 

감동을 라이브연주로 만납니다.

쇼스타코비치 시리즈 IV.  
최희준 & KBS교향악단

일시�2018.�12.�4(화),�오후�8시

문의��롯데콘서트홀(롯데월드몰�8층)��

�1544-7744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참조��
www.lotteconcerthall.com

첼리스트 에드가 모로의 첫 내한공연! 

KBS교향악단, 지휘자 최희준이 

자아내는 거침없는 쇼스타코비치

롯데카드 무브 : 테마라운지  
<김성현의 시네마 토크>

일시�2018.�12.�8(토),�오후�3시�

문의�롯데콘서트홀(롯데월드몰�8층)�

�������1544-7744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참조��
www.lotteconcerthall.com

도서 ‘시네마 클래식’의 저자 김성현 기자의 

재치있는 입담과 함께 영화 속 음악을 

감상하며 숨은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

038 · Lotte news 2018 winter · 039

카르노브스키 특별전 
Wild Wild World

본점�에비뉴엘��

2018.�11.�1(목)~11.�27(화)�

잠실�에비뉴엘�아트홀��

2018.�11.�2(금)~11.�25(일)�

롯데갤러리�청량리점��

2019.�1.�4(금)~1.�27(일)

이탈리아 작가 카르노브스키의 국내 

첫 개인전으로 역동적이고 초현실적인 

시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승연 개인전 
날개양품점 2: 그 아이

롯데갤러리�잠실점��

2018.�11.�30(금)~12.�30(일)

롯데갤러리�영등포점��

2019.�1,�3(목)~1.�27(일)

문의�각�점�갤러리

그림책 <여우모자>, <얀얀>으로  

잘 알려진 김승연의 개인전으로 

우리곁에 함께하는 강아지,  

‘그 아이’의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Ana Albero :  
Berlin to Seoul

롯데갤러리�영등포점��

2018.�11.�1(목)~11.�27(화)�

(이후�일산,�대전점�순회)

롯데백화점 창립 39주년을 기념하여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안나 알베로 개인전을 진행합니다. 

포근하고 친근한 캐릭터를 작품과 

컬래버레이션 상품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8 G-세라믹페어 
‘맛있는 그릇’

일시�2018.�11.�8(목)~11.�11(일)

장소�서울�aT센터�1전시장

문의�031-645-0700~1

�������www.ceramicfair.kr

국내 유일의 도자전문페어로  

도자 트렌드를 살펴보고 감각적인 

도자생활을 제안해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케니 샤프,  
슈퍼 팝 유니버스 展

일시�2018.�10.�3(수)~2019.�3.�3(일)

장소�롯데뮤지엄�

�������(롯데월드타워�7층�ㅣ�에비뉴엘�6층)

문의�1544-7744�www.lottemuseum.com

살아있는 팝아트의 전설 '케니 샤프'의 

100여점 작품을 전세계 최초 초대형 

기획전시로 만날 수 있는 전시 ©Disney



입회 및 수강신청

· 롯데문화센터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모든 강좌는 회원 및 회원의 14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강좌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금, 신용카드, 롯데상품권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수강신청시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 신청한 강의시간만 수강이 가능하며 동일강좌라 할지라도 

임의로 다른 시간 수강은 불가합니다.

· 정기휴점일, 법정공휴일은 데스크 접수가 불가 합니다.  

(인터넷 & 모바일 접수는 가능)

· 강좌별 수강신청 미달시 또는 강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모바일 수강신청시 수강증은 내점하시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강좌 진행에 있어 회원님의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강취소가 되실 수 있으니 깊은 양해바랍니다.

· 회원가입 SMS 미동의 시 휴강, 휴점일, 보강 등의 안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변경 및 취소안내

· 강좌 접수, 변경 및 취소는 오전 10:30~오후 6:30까지 

가능합니다. (정기휴점일, 법정공휴일은 불가)

· 강좌 변경 및 전액환불은 최초 강의 개시일 전일(前日)까지 

가능합니다. (차학기로 강좌연기 또는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

· 강좌 취소·변경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셔야 가능하며 결제하신 

카드 및 영수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모두 해당)

· 현금영수증 취소관련 규정(정부시책)에 따라 영수증 미 지참시 

교환, 환불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개강일 이후 중간환불 시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카드전액 

취소 후, 수강부분에 대하여 재결제 해드립니다.  

(취소분  수강료 현금 환불 불가)

·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회원의 취소/변경은 인터넷 접수기간 

7일전까지는 직접 변경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은 신청점 

방문시에만 가능합니다.

· 고객사정에 의한 취소 시 사은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단, 사은품 수령하신 회원에 한함)

· 수강료 할인을 받으신 경우, 중간 취소 시 할인 전  수강료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기간  10. 23(화)~선착순 마감 (신규회원 10.25) 

culture.lotteshopping.com

· 인천점 문화센터 강좌 수강신청 Click → 강좌 검색 후 책가방 

담기 → 결제클릭 후 회원정보 및 가족회원 등록 → 실수강자 

선택 후 결제 내용확인

수강료 환불 규정

· 강좌 개시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 개강일 이후 중간 환불 시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카드전액 

취소 후, 수강 부분에 대하여 재결제 해드립니다.  

(취소분  수강료 현금 환불 불가)

· 모든 강좌 취소 시(전액취소, 중간취소) 해당 강좌일 1일전에 

취소하셔야 하며 당일 취소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료 준비가 필요한 일부 강좌(요리, 공예, 플라워 등) 및 외부 

투어 강좌의 경우 강의 시작 3일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개강 전 강좌의 전액 환불 시에는 사은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사은품 수령한 수강자에 한함)

· 중간 취소시 본  수강료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즉, 할인 전  수강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환불규정  

(1개월 = 4회 기준)

문화센터 이용 안내

1개월 이내(2~4회 강좌)

강의 횟수의 1/3 경과전  수강료의 2/3 환급

강의 횟수의 1/2 경과전  수강료의 1/2 환급

강의 횟수의 1/2 경과후  수강료 미환급

1개월 초과(5회 이상 강좌) 월 단위 분할 후 1개월차 기준 적용 + 잔여월  수강료 적용

환불 규정(개강 1일전까지 방문일 기준)

개강일 12. 2(일) 12. 3(월) 12. 4(화) 12. 5(수) 12. 6(목) 12. 7(금) 12. 1(토)

종강일 2. 17(일) 2. 25(월) 2. 26(화) 2. 27(수) 2. 21(목) 2. 22(금) 2. 16(토)

휴강일 - 2. 4 12. 25 / 1. 1/ 2, 5 2. 6 - - -

강의횟수 12 12 10 12 12 12 12

강의 일정 

·12. 25(성탄절), 1. 1(신정), 2. 4~2. 6(설날연휴)은 법정 공휴일로 수업 및 접수 업무가 불가 합니다. 

·강좌별 개강일과 종강일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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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혜택

겨울 학기 수강 신청 회원분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기강좌 1강좌 이상 신청시

– 롯데뮤지엄 <케니 샤프, 슈퍼팝 유니버스> 티켓  

(선착순 50명, 1인 2매, 사용기간 : ~12.31)

정기강좌 2강좌 이상 신청시

– 정관장 화애락 샘플팩 (선착순 50명)

모든 사은품은 점포 방문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증정

- 모든 사은품은 교환기간에만 수령가능 (교환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 수강과목에 상관없이 1가구당 선착순 택1 증정 (중복증정불가)

- 모든 사은품은 소진시 자동종료 됩니다.

- 강좌 취소 시 사은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의 경우 데스크 방문 시점으로 선착순 사은품증정 (전화예약 불가)

수강회원 할인혜택

- 기존회원 수강료 10% 할인 (할인 적용 기간 : 10.23~11. 19)

- 기존회원은 직전 학기 정기강좌 (8회 이상) 수강회원 (중도 환불 회원 적용 불가)

- 강좌 할인은 8회 이상 정기강좌에 한하여 적용

- 1인 최대 2강좌까지 할인 가능, 실 수강자 외 가족회원은 강좌 할인 적용 불가

-  강좌 중도 환불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강 금액은 

 할인 적용되기 전 원 수강료에서 계산됩니다. (기존 회원, MVG, 카드할인 등 모든 할인 포함)

-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간 접수 및 환불은 할인 미적용

-   기존 회원 중 온라인 회원가입 회원에 한해 온라인 접수시에도  

 할인 적용 가능하며 이외에는 방문접수로 할인 가능  

 (온라인에서 할인 미적용시 할인적용 기간내에 방문하여 재결제 가능)

-  MVG 할인은 직계가족 포함 2강좌까지 가능하며 정기강좌에 한함 (중간 접수 할인적용 불가)

정관장 화애락 샘플팩 

화애락[진]1포 
+ [본]1포 + [후]1포  
+ [이너제틱]2포

소비자가 19,000원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