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WE)세미나

Woman(女性)＋Elegance(優雅)



우현세미나로 2015년 스타트

멋진 여성, 현명한 엄마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자!

■세미나취지



■교육세미나, 여성들 자존감 높이기세미나, 
아이와 함께하는 이벤트등 활동을 진행

■활동경비중일부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기부합니다.



2016년리지성군 2만엔

2017년김주영군(연변TV사랑의손길) 4만엔

2018년안승찬군 3만5천엔

2018년일본에서뇌출혈로쓰러진동포돕기모금활동진행

64명의회원님들로부터 20만3천엔사랑손길전달

2019년허영빈군 3만엔

2019년세계문화절협찬 3만엔

2019년일본니이가다대학유학생蘇力得3만엔

2020년일본조선족연합회 연변지구코로나지원모금 3만엔

■후원내역



제1회 모델걸음 세미나1
-2015년2월22일 斉藤先生



제2회 모델걸음 세미나2
-2015년3월21일 斉藤先生



제3회 좋은 대인관계구축 대화법
-2015년 4월26일 鹿島先生



제4회 코디네이트 강좌
- 2015년5월24일 北村先生



제5회 와인강좌
-2015년6월21일 田中先生



제6회 아로마테라피강좌
-2015년7월26일 安藤先生



제7회 다도(茶道)입문
-2015년9월27일 安藤先生



제8회 코칭세미나

-2015년10월25일 松本先生



제9회 양식테이블매너 강좌
–2015년11월29일 田中先生



제10회 신년회 및 파티매너 미니강좌
-2016년1월31일



제11회 요가기초지식강좌
-2016년2월28일 池永先生



제12회 워킹맘 의 육아에 관하여
-2016년3월27일 金先生



제13회 도시락(캬라벤) 강좌
-2016년4월24일 叶先生



제14회 塾선택 및 東大학생의 공부법
-2016년5월29일 長谷川先生



제15회 초보들을 위한 네일강좌
-2016년6월26일 崔先生



제16회 여성특유암 의학강좌
-2016년7월24일 李医師



제17회 아이의 아이덴티티교육
-2016년9월11일 鄭教授、方先生



제18회 커피지식강좌
-2016년10월15일 田中先生



제19회 일식테이블매너강좌
-2016년11월27일 田中先生



제20회 크리스마스케익제법강좌
-2016년12월18일 田中先生



제21회 민족악기와 함께하는 크루즈신년회
-2017년1월21일



제22회 영재육성강좌
(東大脳らくらく子育て術) 2017년2월12일 谷先生



제23회 삼계탕과 겉절이 만들기
-2017년3월25일 ヤン先生



제24회 꾸짖는 법(叱り方) 세미나
-2017년4월22일 伊藤先生



제25회 와인에 어울리는 간단푸드 만들기
-2017년5월28일 田中先生



제26회 다국적언어로 아이키우기
-2017년6월18일 李先生



제27회 로푸드교실
-2017년7월22일 内村先生



제28회 사춘기아이들 다루기
-2017년9월30일 谷先生



제29회 메이크업교실
-2017년10월22일 半田先生



제30회 양식테이블매너강좌
-2017년11월26일 田中先生



제31회 신년회 및 향후계획교류
-2018년1월27일



제32회 사진촬영강좌
-2018년2월25일 辺社長



제33회 도시락세미나
-2018년3월10일 叶先生



제34회 양식테이블매너강좌 with아이
-2018년4월22일 田中先生



제35회 아이와 함께하는 바자회
（親子バザー）2018년5월27일



제36회 국립사립중학 입시경험교류회
-엄마편 2018년6월30일



제37회 국립사립중학 입시경험교류회
- 학생편 2018년7월22일



제38회 헤어스타일 및 아로마테라피강좌
-2018년10월28일 半田先生、アデリーナ先生



제39회 일식(和食)테이블매너
-2018년11월11일 田中先生



제40회특별기획스타강사김미경토크쇼
ー2019년1월19일





2019년 3월

우현세미나로부터 WE세미나로 재탄생!

WE(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주인입니다.

Woman(女性)＋Elegance(優雅)



WE세미나 운영진



제41회 WE세미나탄생 파티



제42회 수험경험교류회
- 2019년5월18일



제43회 하바륨제작 세미나
- 2019년7월27일



제44회 아이들 게임의존증에 관하여
- 2019년9월29일



제45회 송년회With 미니패션코디강좌
- 2019년11월30일



고향연변에서 보내온 마스크 배부
- 2020년4월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 잠시 세미나 활동을
중지하고 잇습니다. 우리세미나 이사일동은 하루빨
리 코로나 수습이 잘되여 건강한 모습으로 세미나
활동에서 회원님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잇
습니다.



우리세미나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