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청년센터는 청년들의 대안적인 삶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구청년학교 딴길2를 시작합니다. 대구청년학교 딴길2는 딴길을 걷고 있는 청년과 딴길을 

걷고자 하는 청년이 교육을 통해 만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찾아 다른 길을 

걸어보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격] 대구지역 거주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기간] 2020년 6월 1일(월)~6월 22일(월) 23:59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 입금 모두 완료한 순서로 접수

[모집인원] 학과당 15명 선착순 접수(15명 이후 대기자 접수)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https://bit.ly/2020youthroad2

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접수 완료

6.1(월) ~ 6.22(월)

＊구글폼 작성

 6.1(월) ~ 6.22(월)

＊참가비 50,000원

접수 안내

평일 17시 이후

※ 신청확인 및 대기자 안내는 문자로 보내드립니다(평일 17시 이후)

※ 선정인원은 6월24일(수)에 개별문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 취소자가 발생하는 학과는 1회차 수업 전까지 대기자 순번으로 접수합니다.

[참가비] 학과당 50,000원 (수업과정 6회이상 수료시 환급) 

참가비 입금계좌: 하나은행 501-910057-14405 (사)대구사회연구소

※ 학과별 재료비 별도(세부운영 일정 내용 참조)

[학과운영과정] 입학식 : 학과별 1회차 수업에서 진행 / 필수참여

학과별수업 : 6/26(금)~8/26(수) 학과별 8회차 진행

졸업식 : 8/27(목) 18:30~21:00 / 필수참여

[학과안내] 1. 나도 배우다학과_인생이라는 무대 위, 나도배우다!

2. 여행자학과_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3. 감성브이로그학과_세상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이야기

4. 한땀한땀학과_가죽으로 일상의 피로함을 힐링하는

5. 두 팔다리 튼튼해져볼과_철인 3종 도전하기

6. 자연담은 내 밥상학과_미래의 식탁, 싱글족과 함께하는 바르고 건강한 한끼

2020 대구청년학교 딴길2 모집 공고

https://bit.ly/2020youthroad2


7. 독립출판학과_얇고 작은 나만의 책 만들기

8. 광고학과_광고 크리에이티브 발상법

※ 세부운영 일정 내용 참조

[문의] 대구청년센터 활동지원팀 TEL. 053-426-1939

※ 신청자가 10인 미만인 학과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학과수업일정 및 장소 등은 학과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도 배우다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오리엔테이션

마음열기

․ 프로그램 전반적인 설명
․ 연극놀이를 통해 배우들과   
친해지기

6/30(화)
19:00~21:00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층 상상홀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2)

2
대본읽기

역할 캐스팅

․ 대본내용 알기
․ 역할 오디션 진행
․ 캐스팅 확정 

7/7(화)
19:00~21:00

3
감정찾기

장면만들기1
․ 자신의 역할 감정찾기
․ 장면 동선 만들기

7/14(화)
19:00~21:00

4
소품찾기

장면만들기2
․ 역할에 필요한 소품 찾기
․ 장면 동선 만들기

7/21(화)
19:00~21:00

5
의상찾기

장면만들기3
․ 역할에 필요한 의상 찾기
․ 전체 장면 동선 완성하기

7/28(화)
19:00~21:00

6
과감하게 
표현하기

․ 진짜 배우가 되어보자!
8/4(화)

19:00~21:00

7 최종리허설
․ 소품 및 무대세트 갖추기
․ 음향과 함께 리허설 진행

8/11(화)
19:00~21:00

8 연극발표
․ 관객 초대 및 공연발표
․ 소감나누기

8/18(화)
19:00~21:00

담임/연락처 부제

주소현/010-3377-9321 인생이라는 무대 위, 나도 배우다!



여행자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일상을 

여행처럼

․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7/1(수)
19:00~21:00

북성로 
커뮤니티센터

(대구 중구 서성로14길 102)

2
테마여행

국내
․ 대한민국 여행하기

7/8(수)
19:00~21:00

북성로 
커뮤니티센터

(대구 중구 서성로14길 102)

3 함께 여행 ․ 함께 떠나는 대구 여행
7/11(토)
10:00~

대구 일대

4 세계여행 
․ 세계 맥주여행
(알고 마시는 세계맥주)

7/15(수)
19:00~21:00

북성로 
커뮤니티센터

(대구 중구 서성로14길 102)

5 함께 여행
․ 함께 떠나는 대한민국 
여행

7/25(토)
10:00~

대한민국 어딘가

6 세계여행
․ 유럽여행
(전문가가 들려주는 유럽여행)

7/29(수)
19:00~21:00

북성로 
커뮤니티센터

(대구 중구 서성로14길 102)

7 세계여행
․ 남미, 떠날 수 있을까?
(남미여행의 꿀팁)

8/12(수)
19:00~21:00

북성로 
커뮤니티센터

(대구 중구 서성로14길 102)

8 여행정보 ․ 여행자학과, 여행 공유회
8/19(수)

19:00~21:00

북성로 
커뮤니티센터

(대구 중구 서성로14길 102)

담임/연락처 부제

김지은/010-3054-0919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감성브이로그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오리엔테이션
․ 강사, 교육 참여자 소개
․ 커리큘럼 소개
․ 영상 둘러보기

7/4(토) 
14:00~16:00

디포레스트
(대구 남구 대명5동 37-1 

지하)

2 영상 문법
․ 시퀀스, 씬, 컷
․ 영상 사이즈와 앵글
․ 영상 언어 이해

7/11(토) 
14:00~16:00

3 촬영의 이해
․ 촬영 기초에 대한 설명
․ 촬영 실습 방법론
․ 팀 편성

7/18(토) 
14:00~16:00

4 스토리보드 제작
․ 소재와 주제 정하기
․ 트리트먼트 작성법

7/25(토) 
14:00~16:00

5 프로덕션
․ 촬영 실습(1)
․ 촬영 기법(1)

8/1(토) 
14:00~16:00

6 프로덕션 ll
․ 촬영 실습(2)
․ 촬영 기법(2)
․ 조명의 이해 및 활용법

8/8(토) 
14:00~16:00

7 영상 편집

․ 영상 효과와 타이틀
․ 컷 편집과 전환 효과
․ 멀티캠 / 마커 편집
․ 사운드 

8/15(토) 
14:00~16:00

8 시사
․ 팀별 영상 시사
․ 리뷰, Wrap-up

8/22(토) 
14:00~16:00

담임/연락처 부제

노현태/010-5555-2416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영화 같은 일상 기록



한땀한땀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오리엔테이션
․ 친해지기
․ 수업소개하기

6/26(금) 
19:00~21:00

대구광역시청년센터

4층 혁신홀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2)

2 가죽공예의 기본
․ 가죽케어하는법
․ 가죽태슬만들어보기

7/3(금)
19:00~21:00

3 키링만들기1
․ 수업과정설명
․ 키링패턴만들기,제단하기

7/10(금)
19:00~21:00

4 키링만들기2
․ 수업전 오늘 수업 설명
․ 바느질 및 마감 ,완성

7/17(금)
19:00~21:00

5 트레이만들기1
․ 수업전 오늘 수업 설명
․ 패턴만들기 , 제단하기

7/24(금)
19:00~21:00

6 트레이만들기2
․ 수업전 오늘 수업 설명
․ 마감 및 완성

8/7(금)
19:00~21:00

7 카드지갑만들기
․ 수업과정설명
․ 키링패턴만들기,제단하기

8/14(금)
19:00~21:00

8 카드지갑만들기
․ 수업 전 오늘 수업 설명
․ 바느질 및 마감 ,완성

8/21(금)
19:00~21:00

※. 재료비 : 50,000원

담임/연락처 부제

이지혜/010-5249-1438 가죽으로 일상의 피로함을 힐링하는



두 팔다리 튼튼해져 볼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철인3종 파헤치기
․ 담임 및 강사진 소개

․ 아이스브레이킹/학과목표 공동 설정 

․ 철인3종 이해하기

6/27(토) 

10:00~14:00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층 상상홀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2)

2

철인3종 익히기1차

종목 : 싸이클

(이론 및 강습)

․ 몸풀기 및 스트레칭

․ 싸이클 자세 및 수신호 이론 강의

․ 평속 25km/h 지속주 훈련 

7/4(토) 

09:00~13:00
강정고령보 일대

3

철인3종 익히기2차

종목 : 달리기/수영

(이론 및 강습)

․ 몸풀기 및 스트레칭

․ 달리기_호흡법/자세 이론 강의 및 

실습

․ 수영_반 편성 (기초반 / 상급반)

․ 수영_자유형 연습 및 자세교정 

7/12(일) 

09:00~13:00

두류수영장 및 

두류공원 일대

4

철인3종 익히기3차

종목 : 달리기/수영

(이론 및 강습)

․ 몸풀기 및 스트레칭

․ 달리기_파틀렉 훈련

․ 수영_자유형 발차기 연습 (공통)

․ 수영_수준 별 자유형 연습 및 

자세교정 

7/19(일) 

09:00~13:00

두류수영장 및 

두류공원 일대

5
익스트림 데이

(클라이밍, 볼링 등)

․ 클라이밍 1일 체험

․ 볼링 팀 대항전 

7/25(토) 

13:00~17:00
동성로 일대

6

철인3종 익히기4차

종목 : 싸이클/달리기

(이론 및 강습)

․ 몸풀기 및 스트레칭

․ 평속 28km/h 지속주 훈련 

․ 근전환 훈련

8/2(일) 

09:00~13:00
강정고령보 일대

7

철인3종 익히기5차

종목 : 달리기/수영

(이론 및 강습)

․ 몸풀기 및 스트레칭

․ 달리기_LSD 장거리 훈련

․ 수영_자유형 발차기 연습 (공통)

․ 수영_수준 별 자유형 연습 및 

자세교정 

8/9(일) 

09:00~12:00

두류수영장 및 

두류공원 일대

8
미니 철인3종 경기 

(최종 평가)

․ 스트레칭 및 코스 및 유의사항 

안내

․ 철인3종 실전대회 형식 연습

8/16(일) 

09:00~13:00
대구달성문화센터

※ 수영장 입장료 개인부담 / 자전거 필요

담임/연락처 부제

주상원/010-2745-3582 철인 3종 도전하기



자연담은 내 밥상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365일 다이어트
․ 나의 식생활 체크리스트 
작성 및 목표 설정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식습관

7/2(목) 
19:00~21:00

다온나그래
(대구 북구 대현로 3)

2
스트레스와 
건강식습관

․ 폭식, 과식을 하게 되는 원인 
및 조절법 안내
․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주는 향기

7/9(목)
19:00~21:00

3 로푸드와 스무디
․ 로푸드와 슈퍼푸드
․ 스무디 시연: 뽀빠이시금치

7/16(목)
19:00~21:00

4
하루 2리터 
물마시기

․ 물마시기의 중요성
․ 인퓨즈드워터 만들기

7/23(목)
19:00~21:00

5 올댓허브
․ 허브와 친해지기
․ 시연 : 허브가 들어간 지중해식 
토마토 스튜

7/30(목)
19:00~21:00

6
No, 버터, 달걀, 우유

비건베이킹
․ 비건베이킹의 개념과 사용재료
․ 비건베이킹 시연 : 비건스콘

8/06(목)
19:00~21:00

7 싱글테이블
․ 매일이 바쁜 나를 위한 
재료관리법
․ 시연: 샐러드파스타

8/18(화)
19:00~21:00

8 Potluck party
․ 포트럭파티
․ 수료식

8/20(목)
19:00~21:00

※. 재료비 : 50,000원

담임/연락처 부제

장서령/010-4244-3667
미래의 식탁

싱글족과 함께하는 바르고 건강한 한끼



독립출판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처음만나는 

독립출판

․ 독립출판이란?
․ 다양한 독립출판물 살펴보기

6/29(월)

18:00~20:00

대구광역시청년센터

4층 혁신홀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2)

2
나의 이야기

찾기

․ 컨텐츠 구성
․ 더미북 제작

7/6(월)

18:00~20:00

3
독립출판물의

기본
․ 독립출판물의 편집과 인쇄

7/13(월)

18:00~20:00

4
인디자인의

기본

․ 레이아웃과 페이지 구성
․ 텍스트 이용하기

7/20(월)

18:00~20:00

5
인디자인의

응용

․ 본문 구성
․ PDF 제작 연습

7/27(월)

18:00~20:00

6 간단한 디자인
․ 표지 구성
․ 표지 디자인 연습

8/3(월)

18:00~20:00

7
더미북 완성

인쇄 의뢰

․ 더미북 완성
․ 인쇄 의뢰하기

8/10(월)

18:00~20:00

8 작업물 나누기 ․ 최종 작업물 나누기
8/17(월)

18:00~20:00

※. 재료비 : 50,000원

담임/연락처 부제

방지민/010-3702-1137 얇고 작은 나만의 책 만들기



광고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광고
․ 어느 광고인의 고백
․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

7/2(목) 
19:00~21:00

대구광역시청년센터

4층 혁신홀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2)

2 카피라이팅
․ 카피란 무엇인가?
․ 카피라이팅 법칙

7/9(목)
19:00~21:00

3
인터렉티브

광고
․ 인터렉티브 광고란?
․ 소비자 반응 이끌어내기

7/16(목)
19:00~21:00

4 브랜딩
․ 네이밍, CI, BI 개발법
․ 성공한 브랜딩 법칙

7/23(목)
19:00~21:00

5 게릴라 캠페인
․ 게릴라 캠페인이란?
․ 바이럴 캠페인 사례

7/30(목)
19:00~21:00

6
해외 광고제 

수상작
․ 해외 광고제 수상작 연구
․ 해외 광고의 법칙

8/6(목)
19:00~21:00

7 옥외 광고
․ 옥외, 조형물 광고란?
․ SNS의 옥외 광고

8/13(목)
19:00~21:00

8 셀프 브랜딩
․ 셀프 브랜딩
․ 셀프 브랜딩의 요소

8/20(목)
19:00~21:00

담임/연락처 부제

김종섭/010-6489-7150 광고 크리에이티브 발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