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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시민학습도시입니다.

250만 대구시민을 위한

대구 함께 배워볼 지도

활용하는 꿀팁

배움을 시작합니다우리동네 가까운 배움터우리동네  학습길p.4

브라보, 마이라이프대구전체가 대학캠퍼스대학교평생교육원p.14

문화예술을 더욱 특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문화예술비축기지 

문화예술기관p.16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그리고
배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타 학습기관p.26

배움의 미래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미래교육의 공공재(公共財)문해교육기관p.20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장애인프로그램운영기관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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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동네 가까운 배움터 

우리동네 학습길

 중앙도서관   053) 231-2000

중구 공평로 10길 25  l  www.tglnet.or.kr
01

02  2.28민주운동기념회관도서관   053) 257-2280

중구 2.28길 9  l  www.228lib.or.kr

03  현대문화센터 대구점   053) 245-4560

중구 달구벌대로 2077  l  www.ehyundai.com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04  동아문화센터 쇼핑점   053) 251-3500

중구 달구벌대로2085  l  www.elandretail.com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05  대백문화센터   053) 420-8010

중구 명덕로333  l  www.debec.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06  나스평생교육원   053) 255-1190

중구 달구벌대로 2109-34. 5층  l  blog.naver.com/naslle

SNS마케팅위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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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클래스커피교육원   1600-3757

중구 중앙대로459  l  cafe.naver.com/topclasscoffeelab

커피와 관련된 내용의 강좌 운영

 동구 평생학습관   053) 662-2155

동구 효신로 34  l  80edu.dong.daegu.kr

 동부도서관   053) 231-2200

동구 신암북로 11길 54  l  www.dongbu-lib.daegu.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안심도서관 (안심행복학습센터)   053) 980-2600

동구 금호강변로 360  l  www.donggu-lib.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신천도서관 (신천행복학습센터)   053) 980-2600

동구 동부로 6길 65  l  www.donggu-lib.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대구 2.28기념학생도서관   053) 231-2841

동구 아양로 41길 56  l  www.228lib.daegu.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홈플러스문화센터 동촌점   053) 939-2007

동구 동촌로127  l   school.home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이마트문화센터 반야월점   053) 665-1250

동구 안심로389-2  l   culture.emart.com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롯데마트문화센터 대구점   053) 607-2590

동구 안심로80  l  culture.lottemart.com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대구신세계아카데미   053) 661-1500

동구 동부로 149. 8층  l  www.shinsegae.com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영남일보부설 교육인재개발원   053) 757-5114

동구 동대구로441  l  ynedu.yeongnam.com

귀농귀촌 강의

 로하스평생교육원   053) 755-2235

동구 동부로 230. 성우빌딩 3층  l  www.jikimdg.net

가정 및 청소년 관련 강좌 진행

 수토피아대구평생교육원   053) 746-2422

동구 동부로174. 6층  l  blog.naver.com/sutopia11

기업 및 기관 HR관련 강좌진행

 (사)한국제안활동협회 평생교육원   053) 985-8000

동구 갓바위로 223-35. 1층 일부  l  www.jaean.or.kr

제안활동 및 제안사업 추진자양성 프로그램

 동일프로이데평생교육원   053) 755-6003

동구 장등로 8-11. 3층  l  dfle.org

취미, 문화예술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선홍평생교육원   010-8567-4591
동구 신성로13

자격증, 인문교양 및 다양한 강좌운영

 아트드론평생교육원   053) 952-1141

동구 동대구로596. 상가502-3호

드론 교육 및 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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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평생학습관   053) 663-3634

서구 국채보상로 257  l  www.dgs.go.kr

 드림도서관   053) 521-9100

서구 달서로5길 31-1  l  lib.dgs.go.kr

 서구자원봉사센터   053) 357-1365

서구 국채보상로 399  l  www.seoguvt.or.kr

자원봉사와 관련된 교육 진행

 비산7동 작은도서관   053) 663-3649

서구 서대구로63안길 30-22  l  lib.dgs.go.kr

 들말행복학습센터   053) 663-2145

서구 국채보상로60길 35-9. 2층  l  www.dgs.go.kr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운영

 중리롯데 작은도서관   053) 522-0548

서구 국채보상로34길 12. 118동 지하1층  l  lib.dgs.go.kr

 서부도서관   053) 231-2400

서구 국채보상로 49길 12  l  www.seobu-lib.daegu.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서구어린이도서관   053) 663-3701

서구 문화로 123  l  lib.dgs.go.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비산도서관   053) 663-3721

서구 달서로14길 13  l  lib.dgs.go.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서구영어도서관   053) 663-3861

서구 평리로 35길 90-6  l  lib.dgs.go.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비원도서관   053) 663-3871

서구 달서천로 61안길 10  l  lib.dgs.go.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원고개도서관  053) 663-3941

서구 달서로 43길 12  l  lib.dgs.go.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드림앤퍼스트평생교육원   053) 527-1025

서구 문화로 289  l  band.us/band/58723912

문화 예술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남구 평생학습관   053) 664-2303

남구 장전2길 5  l  lll.nam.daegu.kr

구민을 위한 인문교양 및 취미관련 다양한 강좌

 남부도서관   053) 231-2300

남구 앞산순환로 512  l  www.nbl.or.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대명어울림도서관   053) 664-3552

남구 두류공원로 38-1  l  lib.nam.daegu.kr/namdm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이천어울림도서관   053) 664-3571

남구 이천로 124  l  lib.nam.daegu.kr/namic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희망평생교육원   053) 628-6851

남구 대명로 213. 4층

 홈플러스문화센터 남대구점   053) 659-8005

남구 대명로 116. 4층  l  school.home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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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동네 가까운 배움터 

우리동네 학습길 취미, 교양, 건강, 문화 등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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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평생학습관   053) 665-2714

북구 옥산로 65  l  www.buk.daegu.kr/lll

 산격2동 행복학습센터   053) 665-3566

북구 동북로31길 30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무태조야동 행복학습센터   053) 665-3735

북구 호국로43길 20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관문동 행복학습센터   053) 665-3756

북구 내곡로 15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구암동 행복학습센터   053) 665-3807

북구 구암서로 32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읍내동 행복학습센터   053) 665-3843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북부도서관   053) 231-2600

북구 옥산로 75  l  www.bukbu-lib.daegu.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구수산도서관   053) 320-5150

북구 대천로 21  l  lib.hbcf.or.kr/bukgs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대현도서관   053) 320-5170

북구 대현남로 43  l  lib.hbcf.or.kr/bukdh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태전도서관   053) 320-5180

북구 영송로 36-16  l  lib.hbcf.or.kr/buktj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롯데마트문화센터 칠성점   053) 715-2590

북구 호암로 1  l  culture.lottemart.com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롯데백화점문화센터   053) 660-1132

북구 태평로 161  l  culture.lottemart.com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강북동아문화센터   053) 324-0040

북구 칠곡중앙대로 419  l  gbdonga.foredu.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홈플러스문화센터 칠곡점   053) 607-8003

북구 동암로12길 8  l  school.home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홈플러스문화센터 대구점   053) 350-8003

북구 중앙대로 543  l  school.home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국제뜸건강연구회평생교육원   053) 254-4004

북구 신암로 22

 인성직업능력개발평생교육원   053) 423-1592

북구 대현로 9

 한국자격개발원평생교육원   0505-755-7575

북구 동천로 132  l  www.kqda.or.kr

자격증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리더스경영평생교육원   053) 321-6787

북구 칠곡중앙대로 459. 4층  l  snsleaders.modoo.at

SNS 마케팅및 블로그 관련 교육 진행

 지식문화평생교육원   053) 325-9967

북구 칠곡중앙대로 489  l  blog.naver.com/kcledu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침산새마을금고평생교육원   053) 217-9417

북구 침산남로19길 14  l  www.chimsankfcc.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지오문화센터 금호점   053) 322-3003

북구 한강로 8길 13-14. H타워  l  www.geo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배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동네 가까운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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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침산동

칠성동

대현동

산격동

서변동
구암동

태전동

금호동사수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북
구

0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북
구

취미, 교양, 건강, 문화 등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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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동네 가까운 배움터 

우리동네 학습길
수성구

01

1415
20

09

03 16

10 17

13

12
11 19

04

05
06

18

07

08

02

범어동

만촌동

시지동

신매동

대흥동
범물동

지산동
두산동

파동

수성2,3가동수성1가동

 수성구 평생학습관   053) 666-3210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도서관 5층  l  lll.suseong.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01

 대구평생교육원   053) 753-0074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9층  l  blog.naver.com/dgllc

자격증 위주의 강좌운영

20

 홈플러스문화센터 대구수성점   053) 760-8003~4

수성구 동대구로95  l  school.home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12

 한국서화평생교육원   010-7599-2308

수성구 달구벌대로2584. 지하1층  l  한국서예.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14

 지오펀평생교육원   053) 753-2275

수성구 들안로274. 아조빌딩 8층  l  www.지오펀.com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15

 지오문화센터 지산범물점   053) 781-0900

수성구 지범로167. 1102호  l  www.geo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16

 칠금평생교육원  053) 1833-8110

수성구 지범로196. 4층  l  7-edu.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17

 대구복지평생교육원   053) 745-9176

수성구 만촌로 89
18

 지오문화센터 시지점   053) 791-8884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8  l  www.geo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19

 고산평생학습센터   053) 666-2541

수성구 달구벌대로 3091  l  lll.suseong.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02

 지산평생학습센터   053) 666-2681

수성구 지범로 21길 16  l  lll.suseong.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03

 두산평생학습센터   053) 666-2981

수성구 들안로 16길 78  l  lll.suseong.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04

 수성동평생학습센터   053) 666-2691

수성구 명덕로 73길 7  l  lll.suseong.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05

 만촌평생학습센터   053) 666-4671

수성구 국채보상로 1001  l  lll.suseong.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06

 파동평생학습센터   053) 666-4351~3

수성구 파동로 3길 62  l  lll.suseong.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07

 수성구도서관   053) 231-2500

수성구 만촌로 151  l  suseong-lib.daegu.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08

 범어도서관   053) 668-1600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l  lll.suseong.kr/beomeo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09

 용학도서관   053) 668-1700

수성구 지범로 41길 36  l  library.suseong.kr/yonghak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10

 고산도서관   053) 668-1900

수성구 달구벌대로 650길 6  l  library.suseong.kr/gosan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11

수
성
구

수
성
구

13  홈플러스문화센터 대구스타디움점   053) 664-8003~4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140  l  school.home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취미, 교양, 건강, 문화 등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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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평생학습관   053) 667-3215

달서구 학산로 45  l  www.dsedu.go.kr

구민을 위한 인문교양 및 취미관련 다양한 강좌

 두류도서관   053) 231-2700

달서구 공원순환로 8  l  www.duryu-lib.daegu.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도원도서관   053) 667-4840

달서구 한실로 113  l  www.dalsealib.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달서 어린이 도서관   053) 667-4860

달서구 송현로 45  l  www.dalsealib.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성서도서관   053) 667-4900

달서구 선원남로 129  l  www.dalsealib.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본리도서관   053) 667-4930

달서구 당산로 37-25  l  www.dalsealib.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달서가족문화 도서관   053) 667-4970

달서구 조암남로 137  l  www.dalsealib.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홈플러스문화센터 성서점   053) 550-8003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 지하 2층  l  school.home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홈플러스문화센터 상인점   053) 380-8003

달서구 월배로 183. 지하 1층  l  school.home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이마트문화센터 월배점   053) 607-1250

달서구 진천로 92. 3층 문화센터  l  culture.emart.com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국제평생교육원   010-6672-5000

달서구 앞산순환로 293. 2층  l  kukjaeedu.modoo.at

소상공인 마케팅 전문교육

 FnC아카데미교육원   053) 634-2133

달서구 월곡로 260. 상인프라자 7층  l  cafe.naver.com/foodandcoffee

커피와 관련된 교육

 대구MBC문화센터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 258-1133

달서구 월배로 232. 롯데백화점상인점 7층 mbc문화센터

www.mbcculture.com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현대능력개발교육원   053) 638-6336

달서구 월배로32안길 46. 2층  l  www.hdjob.co.kr

드론, IOT, 코딩 전문 교육

 푸른방송문화센터   053) 565-0877

달서구 학산로 178. 1,2층일부 & 3층  l  culture.gcs.co.kr

문화 체육 위주의 강좌 운영

 한국창직역량개발원   053) 525-7088

달서구 달구벌대로 1476  l  kndi.or.kr

각종 자격증 및 직무관련 연수 진행

 달성도서관   053) 231-2180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9길 26  l  www.dsl.daegu.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달성군립도서관   053) 584-0011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174길 10-13  l  www.dalseonglib.kr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교양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강좌

 제이플평생교육원   053) 586-7942

달성군 다사읍 죽곡1길 19. 5층

 이든문화센터   053) 614-0335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110. 6층  l  cafe.naver.com/edenculture

체육 및 문화 강좌 진행

 화미즈평생교육원   053) 635-8820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709. 5층 일부

미용 관련 강좌 진행

배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동네 가까운 배움터 

우리동네 학습길
달서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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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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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교양, 건강, 문화 등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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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은행제 및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인문교양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북구

달서구

서구

남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산시

●  한국폴리텍Ⅵ대학
   053) 560-3176  l  서구 국채보상로43길 15  l  www.kopo.ac.kr

브라보, 마이라이프

대구전체가 대학캠퍼스 

대학교평생교육원

●  수성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53) 749-7068  l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l  www.sc.ac.kr

●  대경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대구시민대학 연계 대학캠퍼스 

   053) 759-7997  l  수성구 지범로 167. 4층  l  edu.tk.ac.kr

2 담티역, 만촌역

3 범물역

   

●  영진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대구시민대학 연계 대학캠퍼스       
   053) 940-5182  l  북구 복현로 35  l  edu.yjc.ac.kr

●  대구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대구시민대학 연계 대학캠퍼스 

   053) 320-1285  l  북구 영송로 15  l  cec.dhc.ac.kr

●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대구시민대학 연계 대학캠퍼스 

   053) 950-6253  l  북구 대학로 80  l  lifelong.knu.ac.kr

●  대구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53) 320-1028  l  북구 영송로 47  l   life.tsu.ac.kr

●  영진사이버대학 부설 원격교육연수원
   053) 940-5500  l  북구 복현로 35  l  edu.ycc.ac.kr

3 구암역 ●  영남이공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대구시민대학 연계 대학캠퍼스 

   053) 650-9550  l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의료원  l  edu.ync.ac.kr

1 영대병원역

●  영남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대구시민대학 연계 대학캠퍼스 

   053) 624-4442  l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의료원  l  www.yulife.ac.kr

1 영대병원역

●  경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053) 653-5551  l  남구 대명로 194  l  www.kbsu.ac.kr

1 현충로역

●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구시민대학 연계 대학캠퍼스 

   053) 620-2295  l  남구 명덕로 104  l  edulife.kmu.ac.kr

3 남산역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구캠퍼스
    대구시민대학 연계 대학캠퍼스 

   053) 650-8335  l  남구 성당로 50길 33  l  lifelong.daegu.ac.kr

2 반고개역 3 남산역

●  대구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대구시민대학 연계 대학캠퍼스 

   053) 620-1542  l  남구 중앙대로 219  l  life.dnue.ac.kr

1 교대역

●  한국폴리텍대학섬유패션캠퍼스
   053) 980-1144  l  동구 팔공로 222. 산학협력관  l  www.kopo.co.kr/tf

   다양한 직무교육 및 각종 직업위탁교육

●  대구예술대학교평생교육원
   053) 743-8866  l  동구 동부로 193  l  lifelong.dgau.ac.kr

●  호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53) 746-7900  l  동구 화랑로 155. 경산1대학 평생교육원  l  lifelong.hosan.ac.kr

1 동대구역

3 구암역, 태전역

●  계명문화대학 평생교육원                   
    대구시민대학 연계 대학캠퍼스 

   053) 589-7762  l  달서구 달서대로 675  l  www.edulife.kmcu.ac.kr

●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대구시민대학 연계 대학캠퍼스 

   053) 660-5555  l  달서구 용산로 24길 17  l  conedu.cu.ac.kr

●  대구공업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53) 560-3777  l  달서구 구마로 146  l  www.ttclife.com

송현역

2 용산역

2 계명대역

1

●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  
   053) 763-7029  l  경산시 한의대로15  l  lifelong.dhu.ac.kr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경산캠퍼스)  
   053) 850-5652  l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l  lifelong.daegu.ac.kr

●  영남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053) 810-4965  l  경산시 대학로 280  l  yulife.yu.ac.kr/

●  성덕대학부설원격평생교육원
   054) 330-8733  l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l  edu.sdc.ac.kr

   정보통신 산업분야 및 관광문화 산업분야의 전문직업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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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남구

중구

문화예술을 더욱 특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비축기지 

문화예술기관

●  서구문화회관  053) 663-3081
   서구 당산로 403  l  www.dgs.go.kr/culture

   다양한 취미, 문화 위주의 프로그램

●  대구미문화원  053) 752-4731
   달서구 월성로 20. 건도파라다이스5층  l  www.americancenter.or.kr

 다양한 문화, 예술 위주의 프로그램

●  아양아트센터  053) 951-3300
   동구 효동로2길 24  l  www.ayangarts.or.kr

   예술 및 문화 위주의 강좌 및 강연 진행

1 동촌역

●  대구중국문화원  053) 625-3220
   달서구 당산로 176  l  www.ccckorea.org

   중국의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2 감삼역

●  대구학생문화센터  053) 231-1288
   달서구 용산로 181  l  dccs.go.kr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

2 용산역

●  문화예술회관  053) 306-6114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l  artcenter.daegu.go.kr

1 대명역, 서부정류장역

●  대구문화재단  053) 430-1200
   중구 대봉로 260. 센트로팰리스아파트  l  www.dgfc.or.kr

   예술 및 문화 위주의 강좌 및 강연 진행

2 경대병원역

●  대구예술발전소  053) 430-1225
   중구 달성로 22길31-12  l  www.daeguartfactory.kr

   예술 및 문화 위주의 강좌 및 강연 진행

3 달성공원역

●  대구콘서트하우스  053) 250-1400
   중구 태평로 141  l  concerthouse.daegu.go.kr

   음악관련 강좌 및 강연 위주의 프로그램

1 대구역

●  대구중구문화원  053) 255-5123
   중구 봉산문화길 77  l  www.djc.kr

1 2 반월당역

●  봉산문화회관  053) 661-3500
   중구 봉산문화길 77  l  bongsanart.jung.daegu.kr

1 2 반월당역

●  대구북구문화원  053) 326-2553
   북구 구암로 47  l  dgbukgu.kccf.or.kr

●  대구오페라하우스  053) 666-6000
   북구 호암로 15  l  www.daeguoperahouse.org

   예술 및 문화 위주의 강좌 및 강연 진행

●  행복북구문화재단  053) 320-5120
   북구 구암로 47  l  www.hbcf.or.kr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053) 601-5000
   북구 엑스코로 10  l  www.exco.co.kr

   예술 및 문화 위주의 강좌 및 강연 진행

3 칠곡운암역

3 칠곡운암역

3 북구청역

●  계명아트센터  053) 580-6600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l  www.kmuartcenter.kr

   예술 및 문화 위주의 강좌 및 강연 진행

2 계명대역

●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  053) 632-3800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l  www.dscf.or.kr

   예술 및 문화 위주의 강좌 및 강연 진행

2 용산역

●  대구달서구문화원  053) 554-4800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l  dalseo.or.kr

2 용산역

●  대구남구문화원  053) 652-4450
   남구 앞산 순환로 478  l  www.daeduk.or.kr

1 안지랑역

●  대덕문화전당  053) 664-3131
   남구 앞산 순환로 478  l  daeduk.nam.daegu.kr

1 안지랑역

●  대구미술관  053) 803-7900
   수성구 미술관로 40  l  artmuseum.daegu.go.kr

   예술 및 문화 위주의 강좌 및 강연 진행

●  국립대구박물관  053) 768-6051
   대구 수성구 청호로 321  l  daegu.museum.go.kr

   인문교양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대구수성문화원  053) 768-0002
   수성구 들안로16길 78  l  www.suseong.or.kr

3 황금역

●  수성아트피아  053) 668-1800
   수성구 무학로 180  l  www.ssartpia.kr

   예술 및 문화 위주의 강좌 및 강연 진행

3 수성못역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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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달성군

동구

수성구

북구

서구

남구

중구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 751-4240
   중구 명덕로 99. 제일빌딩 6층  l  saramcil.modoo.at

●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3) 719-0340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8층  l  broso.or.kr/daegu

●  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  053) 256-3083
   중구 남산로7길 75  l  www.jgjahwal.co.kr

3 남산역

2 반고개역

1 중앙로역 2 경대병원역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 751-9460
   동구 동대구로 83길 13. 보원빌딩 1층  l  www.jangjigong.org

●  동부도서관  053) 231-2200
   동구 신암북로11길 54  l  www.dongbu-lib.daegu.kr

●  안심도서관  053) 980-2600
   동구 금호강변로 360  l  www.donggu-lib.kr

●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053) 943-0445
   동구 율하동로28길 30-1. 4층  l  www.hancil.or.kr 

●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053) 953-9461
   동구 동대구로83길 13. 보원빌딩 4층  l  www.jangjigong.org

●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복지관  053) 527-0223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  l  www.dalgubul.or.kr

●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 633-8001
   달서구 구마로 251  l  www.dcil.or.kr

●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53) 622-2882
   달서구 성당로 259  l  www.dggajok.or.kr

●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053) 526-9988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  l  www.dgblind.or.kr

●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053) 527-0350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  l  www.withwith.or.kr

2 용산역

2 용산역

2 용산역

1 서부정류장역

2 반고개역

1 신기역

1 신기역

1 신천역

1 신천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장애인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역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의 교육프로그램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053) 763-1011
   수성구 파동로 51길 26-17  l  www.dgrc.or.kr

●  수성구장애인청소년자립지원센터  053) 763-8532
   수성구 파동로 38길 4-26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협회  053) 766-9888
   수성구 지범로39길 11  l  blog.naver.com/develop9888

●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053) 751-6904
   수성구 명덕로 411. 6층  l  www.hambumo.org

2 대구은행역

3 범물역

3 수성시장역

●  상록뇌성마비복지관  053) 382-0960~2
   북구 연암로42길 77  l  www.slrehab.or.kr 

●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053) 952-8592
   북구 침산남로 49. 2층  l  www.bukgujahwal.or.kr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북구지회  053) 311-6903
   북구 칠곡중앙대로 540. 4층  l  www.bumo.co.kr

●  북부도서관  053) 231-2600
   북구 옥산로 75  l  www.bukbu-lib.daegu.kr

3 북구청역

3 팔거역

●  햇빛따라마을도서관  070-8821-5234
   서구 북비산로 359. 5층  l  lib.dgs.go.kr 

●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053) 555-4848
   서구 달구벌대로377길12-10  l  sgjahwal.or.kr

2 반고개역

●  극단 함께사는세상  053) 625-8251
   남구 명덕로 98-2. 1층  l  hamsesang.or.kr

●  (사)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053) 656-3383
   남구 양지로118  l  www.tgil.er.ro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053) 476-7700
   남구 중앙대로38길 17  l  www.ngwc108.com

●  대구재활복지센터  053) 623-0054
   남구 대명로 72. 6층  l  www.drwc.co.kr

●  표현놀이 음악센터  053) 475-9810
   남구 봉덕로 13길 36-3

●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053) 650-8295~8
   남구 명덕로 8길 70. 대구대학교 재활의원 2층  l  daeguedu.or.kr

3 남산역

1 교대역

1 대명역

2 반고개역

1 영대병원역 교대역

●  대구달성지역자활센터  053) 639-6971
   화원읍 성화로 9  l  www.d-jahwal.or.kr 

●  달성군장애인복지관  053) 616-0260
   논공읍 논공로 242  l  www.dalseong.or.kr

●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 585-1577
   다사읍 대실역북로1길 5-1. 2층  l  www.dscil.com

2 대실역

1 설화명곡역



20 21

●  남산종합사회복지관  053) 254-2562
   중구 남산로7길 80. 까치아파트  l  www.welfarens.or.kr

●  대구남구평생학습관  053) 664-2303
   남구 장전2길 5  l  lll.nam.daegu.kr

●  대구 서구청  053) 663-2145
   서구 국채보상로 257  l  www.dgs.go.kr

●  강동어르신행복센터  053) 662-4055
   동구 안심로 190 l  happydong.or.kr

●  대구아름다운학교  053) 955-7757
   동구 아양로14길 17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053) 944-2979
   동구 아양로 18. 주암빌딩 5층  l  www.dgwmigrant.org

●  대구종합복지관  053) 964-3335
   동구 율하동로26길 67  l  www.childfund-daegu.or.kr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53) 983-9100
   동구 공항로31길 9-6

●  동촌종합사회복지관  053) 983-8211
   동구 입석로 5  l  www.dcasia.or.kr

●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053) 962-3831
   동구 안심로22길 3  l  www.iwel.or.kr

●  안심종합사회복지관  053) 962-4137
   동구 율하동로 76  l  www.ansim.or.kr

●  큰고개동산학교  053) 942-1404
   동구 아양로38길 10-1

●  팔공노인복지관  053) 955-8081
   동구 동북로 393  l  www.palgong2008.or.kr

●  행복한학교  053) 962-7282
   동구 율하동로15길 39

●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053) 953-9461
   동구 동대구로 83길 13. 보원빌딩 4층  l  www.jangjigong.org

●  대구글사랑학교  053) 255-9607
   중구 남산로4길 18-4  l  m.cafe.daum.net/0bog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053) 476-7700
   남구 중앙대로38길 17길  l  www.ngwc108.com

●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053) 231-2443
   서구 국채보상로49길 12  l  seobu-lib.daegu.kr

●  대구내일학교  053) 231-0774
   중구 명륜로 23길 16

●  대구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 475-2324  l  남구 이천로 10

    dgnamgu.familynet.or.kr

●  서구다문화지원센터  053) 341-8312
   서구 서대구로 330. 5-6층  l  daeguseogu.liveinkorea.kr

●  대명사회복지관  053) 657-1170
   남구 양지로 8  l  www.무일대명.kr

●  서구자원봉사센터  053) 357-1365
   서구 국채보상로 399  l  www.seoguvt.or.kr

●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053) 353-8310
   서구 옥산로6길 9  l  jeil.fwa.or.kr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053) 563-0777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  l  www.dswc.or.kr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배움의 미래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미래교육의 공공재(公共財) 

문해교육기관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 속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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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  대구북구평생학습센터  053) 665-2714
   북구 옥산로 65  l  www.buk.daegu.kr/lll

●  대구수성구청  053) 666-4236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l  www.suseong.kr

●  고산노인복지관  053) 793-8580
   수성구 욱수천로 99  l  gsswc.or.kr

●  능인고등학교  053) 235-4420
   수성구 무학로 207  l  neungin.hs.kr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053) 766-6011
   수성구 청수로35길 47  l  www.tgsenior.or.kr

●  범물노인복지관  053) 767-1288
   수성구 범안로 99  l  www.bswc1288.or.kr

●  범물종합사회복지관  053) 781-2000
   수성구 범안로 79  l  www.beommul.or.kr

●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 764-4317
   수성구 들안로16길 78  l  www.liveinkorea.kr

●  지산종합사회복지관  053) 781-5156
   수성구 용학로 325  l  www.swic.or.kr

●  청곡종합사회복지관  053) 793-9411
   수성구 노변공원로 49-1  l  www.cgwc.or.kr

●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 746-7501
   수성구 달구벌대로488길 13  l  www.holtdaegu.or.kr

●  황금종합사회복지관  053) 761-1252
   수성구 청수로45길 41  l  www.hwangum.or.kr

●  가정종합사회복지관  053) 955-8310
   북구 대동로10길 9  l  www.gajungfwa.or.kr

●  강북노인복지관  053) 313-6644
   북구 칠곡 중앙대로91길 21  l  www.kbsilver.or.kr 

●  대불노인복지관  053) 381-8310
   북구 검단로 8-14  l  www.dbsenior.or.kr

●  북구노인복지관  053) 353-9633
   북구 성북로 49  l  www.bknobok.or.kr

●  산격종합사회복지관  053) 381-9193
   북구 연암로 183. 산격주공아파트  l  www.chambokji.or.kr 

●  선린종합사회복지관  053) 323-2297
   북구 관음동로 9길 10-25  l  www.isunlin.or.kr

●  함지노인복지관  053) 326-3394
   북구 동암로 180  l  www.withhamji.or.kr

수성구

배움의 미래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미래교육의 공공재(公共財) 

문해교육기관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 속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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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053) 644-8310
   달서구 학산로 140  l  dnb.fwa.or.kr

●  달성군노인복지관  053) 617-0098
   달성군 옥포읍 옥포로 13  l  www.dssenior.or.kr

●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053) 638-0085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l  www.dssiseol.or.kr

●  달성군장애인복지관  053) 616-0260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  l  www.dalseong.or.kr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053) 615-9191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9  l  www.dalbok.or.kr

●  사랑나누기도서관꽃동산학교  053) 635-6306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28길 19-13. 2층

●  성서노인종합복지관  053) 721-8081
   달서구 선원로 203  l  www.ssnb.or.kr

●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053) 526-9988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  l  www.dgblind.or.kr

●  성서종합사회복지관  053) 583-1284
   달서구 신당로 56  l  www.goodwelfare.net

●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053) 527-0350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  l  www.withwith.or.kr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053) 581-8310
   달서구 신당로 55  l  dsd21.kr

●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53) 636-5567
   달서구 송현로 113  l  cafe.naver.com/6365567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053) 634-4113
   달서구 학산로7길 39  l  www.ws1004.or.kr

●  삼일야간학교  053) 562-1953
   달서구 달구벌대로 1651-3. 2층  l  samilnight.blog.me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053) 634-7230
   달서구 월성로 77  l  www.welian.or.kr

●  상인종합사회복지관  053) 641-1100
   달서구 상화로 371  l  www.sangin.or.kr

달성군

배움의 미래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미래교육의 공공재(公共財) 

문해교육기관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 속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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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기관명 주소 대표번호 & 홈페이지 주요과정

중
구

한국예절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중구 남성로32 053) 257 - 6878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평생교육원

중구 명륜로16
053) 252 - 9845

gyeongbuk.redcross.or.kr

건강 및 구호 사회 복지와 
관련된 강좌 및 강연 운영

담수회평생교육원
중구 중앙대로

79길51
053) 255 - 3173
www.damsu.or.kr

한문 및 예절과 관련된 
강좌 진행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평생교육원

중구 태평로7.
053) 573 - 2458

daegu.redcross.or.kr

건강 및 구호 사회 복지와  
관련된 강좌 및 

강연 운영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중구 남산로

4길112
053) 255 - 7221

www.caritasdaegu.or.kr

가톡릭과 봉시와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

대구프뢰벨교육센터
중구 중앙대로

62길15
053) 215 - 4000

www.frb.co.kr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창의성 

교육위주의 프로그램

공감평생교육원 중구 태평로267 053) 572 - 9405

대구프랑스문화원
/ 대구알리앙스프랑세즈

중구 약령길28
053) 255 - 7917

www.afdaegu.co.kr

프랑스 사회 및 문화와 관련
된 프로그램 운영

동
구

한국녹색환경협회부설
평생교육원

동구 경안로 728.
'그린평생교육원'

053) 751 - 5132
www.krgreenlove.kr

천연 공예 및 환경보호와 관
련된 프로그램 운영

장원교육평생교육원
동구 동대구로

442. 6층
053) 742 - 1476

www.dreammoa.co.kr

학점은행제 및 다양한 직업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운영

신암평생교육원
동구 아양로

14길17
053) 955 - 7757

한솔직업전문교육원
동구 아양로39. 

7층, 8층
053) 955 - 9006

hansoleduschool.modoo.at

배관 용접 등,  
현장 기술관련 교육

대구사회복지교육원 동구 해동로204
053) 980 - 1800

www.twin.or.kr

지역 유일의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교육기관

한국산업평가연구원부설
평생교육원

동구 화랑로 201. 
3층

053) 958 - 0950
www.kine.or.kr

조직개발, 경영 등
산업관련 교육 진행

서원평생교육원
동구 송라로87. 

4층
053) 755 - 7671

www.newsewon.co.kr

방과후 수업, 바우처 사업 

위주의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그리고 배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타학습기관
구역 기관명 주소 대표번호 & 홈페이지 주요과정

남
구

대구YWCA부설
평생교육시설

남구 현충로64.  
5, 6층

053) 255 - 0218
www.tgymca.or.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

예술등 다양한 강좌

운영

대구생명의전화
평생교육원

남구 중앙대로
49길 25. 4층

053) 475 - 9193
www.dglifeline.or.kr

상담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북
구

세종평생교육원
북구 칠곡중앙대로

300
053) 321 - 5002
www.esejong.or.kr

전략 산업 위주의 
훈련과정 운영

북구청소년문화센터 북구 검단로71-17 053) 383 - 1300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문화 및 체육강좌 진행

수
성
구

차이홍스퀘어 
대구수성 평생교육원

수성구 동대구로
300. 상가 409호

053) 752 - 7202
www.chg.co.kr

중국어 교육 및  
교사양성 과정

달
서
구

중국문화원부설
평생교육원

달서구 당산로 176.  
2층 3층 일부

053) 625 - 3220
www.ccckorea.org

중국 사회 및 문화와 
관련된 교육

지오문화센터 (본리점)
달서구 대명천로 

100. 2층

053) 628 - 5400
www.geo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

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지오문화센터 (대곡점)
달서구 한실로 65.

명신빌딩 4층

053) 644 - 7222
www.geoplus.co.kr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

예술등 다양한 강좌운영

(사)한국기술사업화
진흥협회 대구평생교육원

달서구 이곡동 23.  

성서타임스퀘어 502호

053) 721 - 6558
ktca-edu.or.kr

기업 및 기관 HR관련

강좌진행

대구미문화원
평생교육원

달서구 월성로 20. 

 5층 일부

053) 752 - 4731
americancenter.or.kr

언어 및 문화생활 

위주의 강좌운영

한국품질재단
대구평생교육원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801호

1661 - 9023
kfq.or.kr

기업 및 기관 HR관련
강좌진행

달
성
군

아이교육문화센터
(죽곡점)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12. 3층

053) 585 - 0094
cafe.naver.com/ieduculture

인문교양 및 취미, 문화
예술등 다양한 강좌

운영

한결직업학교
부설교육원

달성군 유가읍 

달창로28길 31

053) 263 - 3311
cafe.naver.com/
hankyul2009

각종 직업 자격증 교육

한남중 미용정보고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14-18

053) 631 - 4451
www.hannam.hs.kr

미용 관련 강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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