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소

순번 운영종목 지도자 클럽명 수 업 장 소 회장 연락처 운영시간 비고

1 탁  구 이경은 한가람A 관리사무소 2층 최승자 010-8973-7859 화, 목 15:00~16:15

2 탁  구 장미진 래미안A 래미안A 관리사무소 2층 조성훈 010-7338-7749 화, 목 10:00~11:15

3 탁  구 김찬우 수정A 13동 앞 경비실 옆 지하 하상희 010-5423-1584 월, 수 14:00~15:15

4 탁  구 강은선 큰마을A 128동 경비실 뒤 지하 이대희 010-8803-1410 월, 수 09:30~10:45

5 탁  구 박혜정 한라비발디A 한라비발디A 지하 탁구장 김흥원 010-5400-5766 화, 목 10:00~11:15

6 탁  구 양기승 사랑샘교회 사랑샘교회 3층 탁구장 하태오 010-9405-2372 화, 목 10:00~11:15

7 탁  구 양기승 크로바A 관리사무소 2층 이현정 010-4665-4989 월, 수 09:00~10:15

8 탁  구 박혜정 누리A 관리사무소 2층 박복규 010-3450-8795 월, 수 10:00~11:15

9 탁  구 이예원 무궁화A 관리사무소 지하 신용범 010-2030-7674 화, 목 10:00~11:15

10 탁  구 김보영 갈마실버 관리사무소 1층 김태종 010-2933-0358 화, 목 14:00~15:15

11 탁  구 백천희 무지개A 관리사무소 2층 이미자 010-2297-7876 월, 수 10:00~11:15

12 탁  구 이고은 황실A 107동 앞 지하 신승철 010-9484-1661 화, 목 09:40~10:55

13 탁  구 김보영 맑은아침A 맑은아침A 101동 앞 1층 김영길 010-5450-0914 화, 목 09:30~10:45

14 탁  구 이고은 갈마A 갈마A 관리사무소 1층 서복순 010-7366-2547 월, 수 09:30~10:45

15 탁  구 이경은 진달래A 진달래A 관리사무소 2층 이영호 010-3477-5428 월, 수 09:30~10:45

16 탁  구 장미진 두니탁 서구청 지하 김희덕 010-4568-2003 화, 금 13:10~14:25

17 탁  구 김연희 꿈나무A 관리사무소 지하 임미숙 010-5425-7665 화, 목 10:00~11:15

18 탁  구 백천희 럭키한마루A 관리사무소 1층 조영희 010-6422-5194 화, 목 09:30~10:45

19 탁  구 강은선 도안리슈빌A 도안리슈빌A 지하 체육관 전  숙 010-2324-4747 화, 목 09:40~10:55

20 탁  구 김연희 도안베르디움A 도안베르디움A 지하 체육관 권복순 010-4126-6377 월, 수 09:30~10:45

21 탁  구 김찬우 삼성한마루A 관리사무소 1층 하계임 010-6401-6759 화, 목 14:00~15:15

22 탁  구 박상수 도솔체육관 지하 체육관 박보순 010-2777-7562 화, 목 10:00~11:15

23 탁  구 이예원 도마실체육관 체육관 2층 김미영 010-5027-0040 월, 수 10:00~11:15

24 탁  구 박상수 도안예미지A 도안예미지A 지하 체육관 김문익 010-4019-6113 월, 수 10:00~11:15

25 생활체조 양명희 은평클럽 월평3동 주민센터 지하 홍미자 010-5650-0902 월~금 08: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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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생활체조 최은하 샘머리클럽 샘머리A 1단지경로당 2층 안혜진 010-8266-7655 월~금 09:00~10:00

27 생활체조 김효성 상록클럽 정림동 주민센터 3층 김복래 010-4416-1085 월~금 08:30~09:30

28 생활체조 이미화 가장클럽 가장동 주민센터 지하 김형구 010-7233-5843 월~금 09:00~10:00

29 생활체조 이은영 만년클럽 만년동 주민센터 4층 최은식 010-9829-0980 월~금 08:30~09:30

30 생활체조 이선영 한마음클럽 도마2동주민센터 2층 최옥자 010-5536-5474 월~금 08:15~09:15

31 생활체조 강은향 배재클럽 배재대 운동장 이혜선 010-5436-6746 월~금 06:00~07:00

32 생활체조 김종미 용문클럽 대전산업정보학교다목적실 우경순 010-2289-3111 월~금 18:30~19:30

33 생활체조 임나연 성천클럽 월평2동주민센터 지하 김진철 010-2592-2243 월~금 08:50~09:50

34 생활체조 최정희 둔원클럽 갈마2동주민센터 3층 김동순 010-9429-2492 월~금 06:10~07:10

35 생활체조 정서희 가수원클럽 가수원주민센터 3층 이성남 010-7708-6035 월~금 08:30~09:30

36 생활체조 이은숙 관저클럽 관저1동주민센터 2층 윤여남 010-9404-0373 월~금 17:30~18:30

37 생활체조 김송이 정림클럽 정림동 갑천변 체육공원 김미숙 010-3453-2465 월~금 19:30~20:30

38 생활체조 서은미  도솔클럽 월평싸이클경기장 (주차장) 김정란 010-4168-8074 월~금 20:00~21:00

39 생활체조 김다경 샛별클럽 복수동 주민센터 지하 이승희 010-8885-3998 월~금 08:50~09:50

40 테니스 김완길 정림테니스 정림테니스장 엄성섭 010-9412-4210 월~금 11:00~12:00

41 택견 이왕하 샘머리택견 영진햇님A 뒤 김진수 010-3735-0609 월~금 21:00~22:00

42 배구 이상배 시니어배구클럽 변동체육관 홍진광 010-6421-2631 목,토 17:30~20:30 

43 국학기공 김시천 둔산클럽 햇님공원 내 조성숙 010-9901-7682 월~금 06:00~07:00

44 국학기공 문영덕 갈마클럽 갈마공원 내 박성애 010-7589-2859 월~금 05:30~06:30

45 국학기공 박춘임 남선클럽 남선공원 내 이동재 010-4805-3827 월~금 06:00~07:00

46 요가 이숙경 하나로클럽 관리사무소 지하 김경미 010-4415-2409 월,화,목,금 19:00~20:15

47 요가 이영자 유등요가 유등노인복지관 정성자 010-6346-3493
화,목 09:15~10:30
수,금 09:15~11:30

48 댄스스포츠 김재운 창대클럽 창대체육관 GX룸 최영은 010-6552-0556 월,목 10:00~12:30

49 댄스스포츠 조빛나 옥녀봉클럽 옥녀봉운동장 다목적실 노명숙 010-2737-1455 월,화,목 19:00~20:40

50 리듬댄스 최정선 YMCA신협 신협 6층 이태형 010-2885-8422 월,수 13:3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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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리듬댄스 임연희 관저1동(거북이) 관저1동 주민센터 2층 이시운 010-9414-4851 수,금 11:00~13:30

52 족구 조용민 태극 남선공원 족구장 임경준 010-5404-0575 화,수,금 20:00~22:00

53 족구 오세철 관저여성족구 관저 족구장 이진형 010-4405-6163 월,화,목 20:00~22:00

54 플로어볼 김성필 대전에프비아이 서부초 체육관 고유선 010-4003-9082
월  18:30~21:30
목  19:00~21:00

55 플로어볼 오윤석 대전에프비아이-W 서대전여고 체육관 오민화 010-9127-3364
월  18:30~21:30
목  19:00~21:00

56 게이트볼 김상봉
17개소 순회지도 월~금 10:00~16:00

57 게이트볼 방미자

58 우드볼 육상기 샘머리우드볼 둔산 홈플러스옆 공원 최준구 010-5367-3732
화  09:00~12:00
목  15:00~18:00

59 축구 김영훈 서구FC 옥녀봉 체육공원 풋살장 이희주 010-4433-7540 토,일 06:30~09:00

60 난타 조명희 누름돌 월평1동 경로당 지하 진명희 010-7547-6200 화,목,금 14:00~16:00

61 파크골프 서유식 유등파크골프 평송수련원 갑천둔치 김순석 010-8220-2886 월,수,목 10:00~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