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청년센터는 청년들의 대안적인 삶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구청년학교 딴길을 시작합니다. 딴길을 걷고 있는 청년과

딴길을 걸어보고 싶은 청년이 수업을 통해 만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격] 대구지역 거주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월)~6월 1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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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ddangil

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접수 완료

5.30(월) ~ 6.19(일)

＊구글폼 작성

5.30(월) ~ 6.19(일)

＊참가비 50,000원

접수 안내

평일 17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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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선정은 6월 22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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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운영과정] 입학식(학과별 1회차 수업), 졸업식 필수참여

학과별수업 : 7/3(일)~9/1(목) 학과별 8회차 진행

체험주간: 8/8(월)~8/14(일) 학과별 1회 진행

※체험주간: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타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과정(8회

기)에 추가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8월 2주에 운영되며 각 학과당 1회, 2시간 진행합니다. 

단, 신청자가 7명 이하인 학과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체험주간 신청은 최종 선정된 학생들 대상으로 추가 접수

.

2022 대구청년학교 딴길 학생모집 공고

https://bit.ly/22ddangil


[학과안내] 1. 타로교육학과

2. 반려채소키우기학과

3. 나도배우다학과

4. HELLO,VEGAN학과

5. 금쪽이학과

6. 여행자학과

7. 3D프린터학과

8. 도전! 사진작가학과

※ 세부운영 일정 아래 내용 참조

[문의] 대구청년센터 활동지원팀 TEL. 053-426-1939

      ※ 신청자가 10인 미만인 학과는 폐강될 수 있으며 수업일정·장소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로교육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타로란?

⦁입학식(청년학교소개/과정안

내)

⦁타로의 역사와 구성

07/08(금) 

19:00~21:00

대구청년센터

4층 혁신홀
(중구 중앙대로 

402)

2 소년의 성장기1 ⦁메이져 카드 0~7번 이야기
07/15(금) 

19:00~21:00

3 소년의 성장기2 ⦁메이져 카드 8~14번 이야기
07/22(금) 

19:00~21:00

4 소년의 성장기3 ⦁메이져 카드 15~21번 이야기
07/29(금) 

19:00~21:00

5
일과 관계의 

이야기

⦁마이너 지팡이 카드

⦁마이너 컵 카드

08/5(금) 

19:00~21:00

6
물질과 생각의 

이야기

⦁마이너 펜타클 카드

⦁마이너 검 카드

08/12(금) 

19:00~21:00

7 인물 카드 ⦁소년, 기사, 여왕, 왕
08/19(금) 

19:00~21:00

8 배열법 ⦁3장 배열 / 매직세븐 배열
08/26(금) 

19:00~21:00

단체명/연락처 부제

대구타로

/010-2678-4873
타로카드로 소통하는 마음이야기



반려채소키우기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오리엔테이션
-입학식(청년학교소개/과정안내)

-반려채소 이해하기

07/09(토) 

10:00~12:00

대구청년센터

4층 혁신홀
(중구 중앙대로 402)

2 대파키우기
-대파 키우는 법

-대파 관리법

07/16(토) 

10:00~12:00

희망토농장

(수성구 매호동 

195)

3 상추키우기
-상추 키우는 법

-상추 관리법

07/23(토) 

10:00~12:00

4 천연농약만들기
-농약의 이해

-천연농약 자가제조법

07/30(토) 

10:00~12:00

5
샐러드채소

키우기

-샐러드채소 키우는 법

-샐러드채소 관리법

08/06(토) 

10:00~12:00

6 새싹보리 키우기
-새싹보리 키우는 법

-새싹보리 관리법

08/13(토) 

10:00~12:00

7 공심채키우기
-공심채 키우는 법

-공심채 관리법

08/20(토) 

10:00~12:00

8 팜파티
-반려채소를 이용한 파티준비

-성과공유회

08/27(토) 

10:00~12:00

※2회~8회 픽업 예정

단체명/연락처 부제

희망토마을

/010-8729-2999
홈가드닝 및 재배키드



나도배우다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마음열기

대본읽기
⦁입학식(청년학교소개/과정안내)

07/07(목) 

19:00~21:00

대구청년센터

2층 상상홀
(중구 중앙대로 

402)

2
오디션 

장면만들기1

⦁대본을 다 함께 읽고 메시지를 안

다.

07/014(목) 

19:00~21:00

3
감정찾기

장면만들기2

⦁역할 오디션을 진행한다. 

⦁역할리딩 및 장면 동선 만들기를 

한다.

07/21(목) 

19:00~21:00

4
소품찾기

장면만들기3

⦁자신의 역할에 감정을 찾고 연기한

다.

⦁장면 동선 만들기를 한다. 

07/28(목) 

19:00~21:00

5
의상찾기

디테일연습

⦁역할에 필요한 소품을 찾고 리스트

를 작성한다.

⦁장면 동선 만들기를 한다. 

08/04(목) 

19:00~21:00

6
과감하게 

표현하기

⦁역할에 어울리는 의상을 찾고 리스

트를 작성한다.

⦁장면을 처음부터 반복하며 섬세하

게 행동을 만든다.

08/18(목) 

19:00~21:00

7 리허설

⦁대사암기 및 동선이 익숙하여 졌다

면 과감하게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표출 및 표현한다.

⦁감정에 어울리는 행동 및 습관 찾

는다.

8/25(목) 

19:00~21:00

8 연극발표

⦁소품과 무대세트를 갖추어 연기한

다.

⦁음향과 조명 등을 갖추어 연기한다.

9/01(목) 

19:00~21:00

단체명/연락처 부제

교육극단나무테랑

/010-3377-9321
무대 위 배우가 되다!



HELLO,VEGAN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나의 몸과 

마음은? 

- 입학식(청년학교소개/과정안내)

- 비건라이프에 대한 소개

- 목표설정

- 체험: 스머지스틱 만들기 

07/03(일) 

10:00~12:00

비플래닛매장

(수성구 

무학로33길 7)

2
hello, 

비거니즘 

-비거니즘에 대한 소개

-체험 : 설거지바 만들기 

07/10(일)

10:00~12:00

3 제로웨이스트
- 제로웨이스트란? 

- 체험: 샴푸바 만들기

07/17(일)

10:00~12:00

4 제로웨이스트2

-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추가 

교육 

- 체험: 천연고체 치약 만들기 

07/24(일)

10:00~12:00

5 비건뷰티

- 비건화장품, 천연화장품에 대한 

소개

- 체험: 천연 바디스크럽 만들기 

08/07(일)

10:00~12:00

6 허브테라피
- 색채로 알아보는 내 마음 

- 체험: 허브테라피 diy 만들기 

08/14(일)

10:00~12:00

7 로푸드  
- 야채, 과일과 친해지기 

- 체험: 인퓨즈드워터 만들기  

08/21(일)

10:00~12:00

8 허브테라피2

-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허브테라피(스트레스 관리)

- 체험: 디퓨저 만들기

08/28(일)

10:00~12:00

단체명/연락처 부제

윤슬메이커스

/010-9759-0579
비건라이프에 대한 교육 및 실습



금쪽이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프로그램OT,

자기소개와 

동기부여

-입학식(청년학교소개/과정안내)

-기관 및 학과 수업안내

-강사 및 참여자 소개 

-프로그램 구조화 

-[강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인식게임 활동

7/7(목)

19:00~21:00

토닥토닥심리

상담센터

(중구 명륜로23길 

106)

2
나의 감정과 욕구 

알기

-[강의] 나의 감정과 욕구 

-일상생활 속 나의 감정과 욕구 

알아차리기 

-건강하게 감정과 욕구 표현하기

7/14(목)

19:00~21:00

3
내가 남겨놓은 

비밀 찾기 

-[강의] 게슈탈트 이론 

‘해결하지 못한 과제’

-나의 ‘미해결 과제’ 찾기 

7/21(목)

19:00~21:00

4
나의 인생태도 

알기

-[강의] 교류분석으로 나의 인생

태도와 자아상태 알아보기 

-나의 인생태도는? 

7/28(목)

19:00~21:00

5
REBT 이론으로 

나의 사고 
탐색하기

-[강의] REBT 이론 

나의 ‘비합리적 사고’ 찾기 

-비합리적 사고 탐색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으로 변

화하기 

8/4(목)

19:00~21:00

6
나의 의사소통 

방식 알기

-[강의] 사티어 의사소통 

-나의 유형알기 

-일치형으로 말하기 연습

8/18(목)

19:00~21:00

7 나의 의미알기 

-[강의] 실존주의 이론 

‘삶과 죽음의 의미’

-나의 실존적 의미 찾기 

8/25(목)

19:00~21:00

8 나의 강점알기

-[강의] 긍정심리

-성격강점 찾기(검사)

-강점을 활용한 사례 찾기

-강점을 활용할 사례 찾기

9/1(목)

19:00~21:00

단체명/연락처 부제

토닥토닥협동조합

/010-4280-5180
내 안에 울고 있는 금쪽이와 만나는 시간



여행자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여행 준비

-입학식(청년학교소개/과정

안내)

-함께하는 여행, 그 시작

07/07(목) 

18:30~20:30

메시지팩토리

협동조합

(달서구 달구벌대로 

1862 지하1층)

2 떠나자! 여행 -함께 떠나는 대구 여행
07/09(토) 

10:00~13:00

3 랜선 유럽여행

-유로자전거나라 출신 가이

드와 함께하는 유럽 랜선 

여행

07/14(목) 

18:30~20:30

4 떠나자! 여행 -함께 떠나는 경북 여행
07/23(토) 

10:00~13:00

5 랜선 아시아여행

-베트남사람에게서 듣는 베

트남 여행 꿀팁

-‘오감으로 느끼는 베트남 

여행’

07/28(목) 

18:30~20:30

6 떠나자! 여행 -함께 떠나는 테마 여행
08/06(토) 

10:00~13:00

7
꿈꾸는 인생

딴길

-여행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까?

-여행으로 먹고 사는 여행인

플루언스 이야기

08/18(목) 

18:30~20:30

8
인생 딴길

여행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08/25(목) 

18:30~20:30

단체명/연락처 부제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010-4023-7982
험깨 여행 갈래요?



3D프린터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오리엔테이션

⦁입학식(청년학교소개/과정안내)

⦁ 학과과정의 개략적인 소개

⦁ 3D프린터 소개

07/09(토)

10:30~12:30

메이커하우스

리움

(중구 경상감영길 

10)

2 아이디어 씽킹

⦁ 아이디어 주제 제시

⦁ 확산적 사고기법을 통한 아이

디어 구상 및 최종 선택

07/16(토)

10:30~12:30

3 아이디어 스케치

⦁ 구상한 아이디어의 개략적인 

밑그림 그리기 

⦁ 부품별 상세 밑그림 그리기

07/23(토)

10:30~12:30

4
3D모델링

(사용법)

⦁ 3D 모델링 프로그램 사용법

⦁ 예제 실습을 통한 프로그램 

익히기

07/30(토)

10:30~12:30

5
3D모델링

(실습)

⦁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3D

모델링 작업 실습

08/06(토)

10:30~12:30

6 3D프린터 활용

⦁ 3D프린터 산업 현황

⦁ 3D프린터 국내외 산업활용 

사례 

08/13(토)

10:30~12:30

7 3D프린터 실습

⦁ 3D프린터로 만든 근대 역사

건축물 피규어와 테라리움 제

작

⦁ 수정사항 3D모델링 및 3D프

린터 실습 

08/20(토)

10:30~12:30

8 아이디어 발표

⦁ 완성된 작품에 대한 전시‧발표

⦁ 수강생 전원이 참여하는 아이

디어 평가

08/27(토)

10:30~12:30

단체명/연락처 부제

㈜이엘디지털팹

/010-4448-4415
3D프린터를 활용한 근대문화유산 테라리움 만들기



도전! 사진작가학과_세부운영 일정

1. 학과 기본정보

2. 교육내용 구성(안)  

회차 주제 내용 일시(월,일.시간) 장소

1 오리엔테이션
⦁수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소

⦁미디어매체소개 : 사진의 역사

07/07(목) 

19:10~21:10

라온

스튜디오
(남구 현충로6길 

9-5)

2 사진이론

⦁사진이론기초

 <사진의 3요소를 중점으로>

⦁사진의 종류

<Fine Art, commercial picture>

07/14(목) 

19:10~21:10

3 사진실기

⦁기초 실내촬영 테크닉

 <스튜디오 촬영법 소개>

⦁기초 야외촬영 테크닉

07/21(목) 

19:10~21:10

4
포트레이트

 테크닉

⦁기초 포트레이트 테크닉

 <3점 조명을 기본으로>

⦁극적인 조명비 활용하기

07/28(목) 

19:10~21:10

5
리터칭과

사진감상법 I

⦁어도비 포토샵을 활용한 리터칭 기

초

⦁어도비 라이트룸을 활용한 나만의 

프리셋 만들기

⦁주제정하기, 작가노트 적는법

08/04(목) 

19:10~21:10

6 사진감상법 II
⦁미디어 리터러시와 감상법

 <20세기 사진거장의 작품 살펴보기>

08/11(목) 

19:10~21:10

7
사진전시 
준비하기

⦁사진전시 타이틀정하기

⦁사진전시 작품 배치하기

08/18(목) 

19:10~21:10

8 크리틱
⦁포트폴리오 토론 및 크리틱.

⦁결과물 피드백 액자 제작하기.

08/25(목) 

19:10~21:10

단체명/연락처 부제

라온

/010-2619-7910
사진작가가 되어 전시회 준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