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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명(기수) 디지털 강의 기법 강좌 - 5기

교육정보 연계강좌여부 비연계

교육대상 강사 및 일반시민 수강료 0 원

신청기간 2021-05-24 09:00 ~ 2021-10-29 18:00 교육기간 2021-10-01 ~ 2021-10-29

교육장소 나주시청 별관 전산교육장 교육분류 생활소양 프로그램

수강신청방법 온라인 수강신청선정방법 선착순

학점 0 점 보호자동의여부 미동의

교육기관 나주시청 / 나주시평생학습관 계좌번호정보

오시는 길 문의전화 061-339-4672

강좌소개

강의계획

1. 강의기간 : 2021. 10. 1. ~ 10. 29. / 총 5회

2. 강의일시 : 매주 금 18:30 ~ 20:30

3. 신청기간 : 2021. 5. 24. ~ 정원 마감시까지

4. 강좌내용

 - 1강 : 디지털 교육 기초 / ZOOM 활용의 실제, 캐릭터 만들기 등

 - 2강 : 디지털 도구 활용 / 픽토그램, 패들렛, 카훗 등

 - 3강 : 유투브 영상 채널 활용 / 채널 개설, 교육방법 등

 - 4강 : 시각화와 애니메이션 / 파우툰, 카드뉴스 등

 - 5강 : 디지털 영상 편집 / 뱁믹스, 디지털 아카이빙 등

5. 문의전화 : 061-339-4672 

강사명 추후안내

강사소개

모집정원 20 명 : 선착순 모집대기인원 5 명

첨부파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홍보 전단.jp..  

강사상세정보

등록된 강사가 없습니다

수강신청자 목록 (수강종료)

번호 접수상태 이름 등록일

1 접수 김OO 2021-05-25 10:39:22

2 접수 신OO 2021-05-25 15:24:50

3 접수 정OO 2021-05-25 15:39:17

4 접수 최OO 2021-05-25 16:30:26

5 접수 박OO 2021-05-25 20:13:55

6 접수 이OO 2021-06-03 23:04:28

7 접수 이OO 2021-06-07 19:46:40

8 접수 권OO 2021-06-11 12:08:34

 >  >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좌접수 강좌전체강좌전체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edu/lifelong
http://www.naju.go.kr/edu/lifelong/course_reception
http://www.naju.go.kr/edu/lifelong/course_reception/all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721/790/%25EB%2594%2594%25EC%25A7%2580%25ED%2584%25B8%20%25EC%2597%25AD%25EB%259F%2589%25EA%25B0%2595%25ED%2599%2594%20%25EA%25B5%2590%25EC%259C%25A1%20%25ED%2599%258D%25EB%25B3%25B4%20%25EC%25A0%2584%25EB%258B%25A8.jpg?field=edu_club&pkey=3sg4tgQJ6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721/790/%25EB%2594%2594%25EC%25A7%2580%25ED%2584%25B8%20%25EC%2597%25AD%25EB%259F%2589%25EA%25B0%2595%25ED%2599%2594%20%25EA%25B5%2590%25EC%259C%25A1%20%25ED%2599%258D%25EB%25B3%25B4%20%25EC%25A0%2584%25EB%258B%25A8.jpg?field=edu_club&pkey=3sg4tgQJ6&mode=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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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8 접수 권OO 2021-06-11 12:08:34

9 접수 김OO 2021-07-06 15:57:35

10 접수 김OO 2021-07-07 13:32:59

11 접수 박OO 2021-07-09 22:34:42

12 접수 정OO 2021-07-12 16:46:28

13 접수 위OO 2021-07-15 20:55:58

14 접수 양OO 2021-07-25 08:42:44

15 접수 선OO 2021-07-27 13:39:01

16 접수 김OO 2021-08-02 12:52:47

17 접수 강OO 2021-08-02 14:08:50

18 접수 김OO 2021-08-05 09:47:57

19 대기 이OO 2021-08-09 21:58:56

20 대기 김OO 2021-08-10 01:47:52

21 대기 양OO 2021-08-10 09:13:39

22 대기 장OO 2021-08-11 09:02:44

23 대기 정OO 2021-08-12 03:07:57

24 대기 오OO 2021-08-18 07:23:56

25 대기 나OO 2021-09-15 17:02:06

번호 접수상태 이름 등록일

수강후기 목록

번호 강좌명 제목 수강생 등록일 조회

수강후기 목록이 없습니다.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edu/lifelong/course_reception/all?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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