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Gardens Annual Lecture Membership
가든디자이너 오경아와 함께 하는

멤버쉽 [정원생활자] 연간 회원 모집
오경아 정원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간 강의를 나의 스케줄과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 외에도 계절별 식물 및 정원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집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연회원 혜택
✿ 오경아 정원학교가 제공하는 ‘정원 생활자’ 특강 중 연 6회 선택 수강 가능(실습비 포함)
(2020년 정원생활자 특강 리스트 참조)

✿ 모든 회원들, 영국 RHS 왕립원예협회 가입 특전
세계 최고 권위의 정원원예잡지, [The Garden] 매달 집으로 배송

✿ 오경아 정원학교가 드리는 정원 뉴스레터와 사계절 정원 식물 정기 배송서비스
봄 _ 봄에 뿌려 여름 정원을 수 놓을 씨앗 세트

여름_ 생활 속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허브식물 세트

가을_ 네덜란드 직수입 구근 식물 세트[튤립5종 25개]

겨울_ 오경아 선정 공기 정화 식물 세트

✿ 오경아 저서 [소박한 정원, 궁리출판] 저자 서명 증정

RHS 발간, 원예잡지 The Garden
매달 영국 현지 배송

✿ 멤버십 데이 참가 [2020년 10월 9일, 속초 정원아카데미, 예정]
✿ 속초 카페, ‘The Shed’에서 특강 시 맴버쉽 웰컴 티세트 제공
✿ 연 6회 멤버십 무료 강의 외에 추가 강의 신청 시 10% 할인 혜택
✿ 오경아 집필 저서 구입시 15% 할인 혜택
✿ 독일 정원용품, 가데나 및 기타 가든 용품 구매 시 10% 할인 할인 혜택
✿ 오경아 큐레이팅 해외 및 국내 정원탐방 신청시 10% 할인 혜택(예: 5월 영국정원 투어, 10월 한국 정원 투어)

연회원 가입
연회원 가입기간: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간
연 회 비: 150만원
입금계좌: 기업은행 : 0103699-2103 계좌명:오경아 가든디자인연구소
연회원 문의 : 010-9104-3740

✿ 11월, 얼리버드 연회원 가입 선물: 튤립 구근 5종 25개 세트 선착순 50명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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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디자이너 오경아와 함께 하는

2020년, 멤버쉽 [정원생활자] 강의
장소: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2109, 오경아정원학교 내 ‘더 쉐드’ 카페
시간: 오전 10:00~ 12:00/ 오후 2:00~ 4:00

강의 날짜

강의(이론) 내용

실습

20년 2월 15일 토요일

정원의 12달 이해하기

목공실습:

20년 3월 21일 토요일

식물 이해하기

식물 ID 스케치북 만들기

20년 4월 18일 토요일

텃밭정원 이해하기

현장실습:

정원에 필요한 흙 만들기 실습

20년 5월 16일 토요일

여름 구근식물 이해하기

현장실습:

여름 구근식물 심기

20년 6월 20일 토요일

여름 정원의 관리법

목공실습:

다용도 궤짝 만들기

20년 7월 18일 토요일

허브 정원 이해하기

컨테이너 가드닝:

20년 8월 22일 토요일

커팅플라워 가든 이해하기

커팅플라워 센터피스 만들기

20년 9월 19일 토요일

가을 정원 이해하기

컨테이너 가드닝:

국화 화분 만들기

20년 10월 9일 토요일

연회원 초청 특강

20년 11월 21일 토요일

초봄 구근식물 이해하기

컨테이너 가드닝:

초봄 구근식물 심기

20년 12월 19일 토요일

실내식물과 정원

컨테이너 가드닝

Notice
•

멤버쉽, [정원 생활자] 연회원은 1년 간 회원 자격 유지 중 위의 전체 11강 중, 6회 선택 가능

•

추가 강의 선택 시에는 연회원 우대 강의료(10%할인)가 적용

•

전체 연회비는 강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능

•

강의 신청은 강의가 있기 2주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회원 동반 비회원은 강의 신청시, 동반 1인 한정, 강의료 10% 할인 적용

•

연간 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문의 요망 (010-9104-3740)

정원에 걸어두는 새집 만들기

허브식물 화분만들기

관엽식물 화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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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멤버쉽 [정원생활자]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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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원 혜택
✿ 오경아 정원학교가 제공하는 ‘정원 생활자’ 특강 중 연 4회 선택 수강 가능(실습비 포함)
(2020년 정원생활자 특강 리스트 참조)

✿ 모든 회원들, 영국 RHS 왕립원예협회 가입 특전
세계 최고 권위의 정원원예잡지, [The Garden] 매달 집으로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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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아 정원학교가 드리는 정원 뉴스레터와 사계절 정원 식물 정기 배송서비스
봄 _ 봄에 뿌려 여름 정원을 수 놓을 씨앗 세트

여름_ 생활 속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허브식물 세트

가을_ 네덜란드 직수입 구근 식물 세트[튤립5종 25개]

겨울_ 오경아 선정 공기 정화 식물 세트

✿ 오경아 저서 [정원의 발견] 저자 서명 증정
✿ 멤버십 데이 참가

[2020년 10월 9일, 속초 정원아카데미, 예정]

✿ 속초 카페, ‘The Shed’에서 특강 시 맴버쉽 웰컴 티세트 제공
✿ 연 4회 멤버쉽 강의 외에 추가 강의 신청시 10% 할인 혜택
✿ 오경아 집필 저서 구입시 15% 할인 혜택
✿ 독일 정원용품, 가데나 및 기타 가든 용품 구매 시 10% 할인 할인 혜택
✿ 오경아 큐레이팅 해외 및 국내 정원탐방 신청시 10% 할인 혜택(예: 5월 영국정원 투어, 10월 한국 정원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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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멤버십은 해외 회원 가입 및 식물 배송 등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가입 후 해지 및 환불이 불가함을 숙지하
였습니다. ❑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