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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명(기수) 영화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하는 '영화 속 가족이야기'

교육정보 연계강좌여부 비연계

교육대상 나주시민 수강료 0 원

신청기간 2021-09-15 10:00 ~ 2021-11-25 17:00 교육기간 2021-10-07 ~ 2021-11-25

교육장소 Zoom 비대면 강의 교육분류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수강신청방법 온라인 수강신청선정방법 선착순

학점 0 점 보호자동의여부 미동의

교육기관 나주시청 / 나주시평생학습관 계좌번호정보

오시는 길 문의전화 061-339-4672

강좌소개

강의계획

나주시 평생학습 인문학 강좌 '영화 속 가족의 초상화' 

 

- 모집기간 : 2021. 9. 15. ~ 11.25.

   (매회 새로운 영화에 대한 해설이므로 중간 신청도 가능)

- 운영기간 : 2021. 10. 7. ~ 11. 25. 매주 목요일 19:00 ~ 21:00

- 운영방법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

- 접수방법 :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www.naju.go.kr/edu) 온라인 선착순 접수

- 문  의 처 : 나주시 평생학습팀(T.061-339-4672)

 

* 내용 : 영화에 대한 해설과 새로운 시각으로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강의

10월 7일 : 기생충

10월 14일 :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10월 21일 : 피부색깔 꿀색

10월 28일 : 하나 그리고 둘

11월 4일 : 미스리틀 선샤인

11월 11일 : 빌리 엘리어트

11월 18일 : 칠드런 오브 맨

11월 25일 : 동경 이야기

 

 

강사명 이상훈

강사소개 강사 경력

-파리 한국영화제 프로그래머 (2005년 ~ 2009년)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2012년 ~ 2017년)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선임 프로그래머 (2018년~ 현재)

 

강사 저서

[실감영상 제작워크북], [알랭 바디우의 영화]

모집정원 30 명 : 선착순 모집대기인원 10 명

첨부파일  홍보(안내)물.jpg  

강사상세정보

등록된 강사가 없습니다

수강신청자 목록 (수강종료)

번호 접수상태 이름 등록일

 >  >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좌접수 강좌전체강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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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접수 김OO 2021-09-15 11:15:40

2 접수 조OO 2021-09-15 11:23:01

3 접수 나OO 2021-09-15 17:08:32

4 접수 선OO 2021-09-16 11:44:22

5 접수 김OO 2021-09-24 11:30:26

6 접수 성OO 2021-09-27 09:08:13

7 접수 장OO 2021-09-29 15:17:46

8 접수 강OO 2021-09-30 11:19:55

9 접수 양OO 2021-10-01 21:11:11

10 접수 김OO 2021-10-01 21:15:54

11 접수 최OO 2021-10-02 21:38:53

12 접수 장OO 2021-10-06 10:18:06

13 접수 박OO 2021-10-06 11:03:34

14 접수 박OO 2021-10-06 15:32:46

15 접수 이OO 2021-10-06 16:16:54

16 접수 손OO 2021-10-06 17:50:09

17 접수 정OO 2021-10-07 09:29:40

18 접수 서OO 2021-10-07 09:30:23

19 접수 박OO 2021-10-07 09:30:25

20 접수 권OO 2021-10-07 10:22:55

21 접수 김OO 2021-10-08 13:40:32

22 접수 이OO 2021-10-09 00:26:06

23 접수 백OO 2021-10-11 15:50:35

24 접수 임OO 2021-10-12 09:44:34

25 접수 안OO 2021-10-19 09:51:57

26 접수 김OO 2021-10-26 16:21:11

27 접수 김OO 2021-10-27 13:28:51

28 접수 이OO 2021-10-29 08:18:36

29 접수 배OO 2021-10-30 12:35:13

30 접수 장OO 2021-11-12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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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