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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명(기수)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정보 교육정보 바로가기 연계강좌여부 비연계

교육대상 나주시민(백신접종완료자) 수강료 0 원

신청기간 2021-10-18 09:00 ~ 2021-10-27 18:00 교육기간 2021-10-26 ~ 2021-11-25

교육장소 나주시평생학습관 교육분류 직업준비 프로그램

수강신청방법 온라인 수강신청선정방법 선착순

학점 0 점 보호자동의여부 미동의

교육기관 나주시청 / 나주시평생학습관 계좌번호정보

오시는 길 문의전화 061-339-4672

강좌소개

강의계획

강의는 무료이며 자격증 취득 비용은 별도입니다.

 

매회 최고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1강(10월 26일)  커피의 역사/ 로스팅과 블랜딩 

2강(10월 28일)  드립포트 이용법

3강(11월 2일)   여러종류의 드리퍼

4강(11월 4일)   산지별 맛과 향 비교

5강(11월 9일)  각 산지와 드리퍼 비교

6강(11월 11일)  수망 로스팅

7강(11월 16일)  시험

8강(11월 18일)  프렌치프레스, 에어로프레스

9강(11월 23일)  모카포트, 사이폰

10강(11월 25일)  핸드드립백 만들기

강사명 조현영

강사소개 -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 UCEI 대표

모집정원 20 명 : 선착순 모집대기인원 10 명

첨부파일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 홍보물.jpg  

강사상세정보

등록된 강사가 없습니다

수강신청자 목록 (수강종료)

번호 접수상태 이름 등록일

1 승인 최OO 2021-10-18 09:00:34

2 승인 김OO 2021-10-18 09:00:53

3 승인 채OO 2021-10-18 09:01:17

4 승인 신OO 2021-10-18 09:01:24

5 승인 정OO 2021-10-18 09: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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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840/%25EC%25BB%25A4%25ED%2594%25BC%25EB%25B0%2594%25EB%25A6%25AC%25EC%258A%25A4%25ED%2583%2580%20%25EC%259E%2590%25EA%25B2%25A9%25EA%25B3%25BC%25EC%25A0%2595%20%25ED%2599%258D%25EB%25B3%25B4%25EB%25AC%25BC.jpg?field=edu_club&pkey=fYU85Udeg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777/840/%25EC%25BB%25A4%25ED%2594%25BC%25EB%25B0%2594%25EB%25A6%25AC%25EC%258A%25A4%25ED%2583%2580%20%25EC%259E%2590%25EA%25B2%25A9%25EA%25B3%25BC%25EC%25A0%2595%20%25ED%2599%258D%25EB%25B3%25B4%25EB%25AC%25BC.jpg?field=edu_club&pkey=fYU85Udeg&mode=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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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5 승인 정OO 2021-10-18 09:01:30

6 승인 임OO 2021-10-18 09:01:39

7 승인 오OO 2021-10-18 09:02:05

8 승인 오OO 2021-10-18 09:02:06

9 승인 김OO 2021-10-18 09:02:23

10 승인 서OO 2021-10-18 09:02:51

11 승인 김OO 2021-10-18 09:03:37

12 승인 박OO 2021-10-18 09:06:56

13 승인 김OO 2021-10-18 09:08:57

14 접수 홍OO 2021-10-18 09:29:18

15 접수 박OO 2021-10-18 09:49:46

16 접수 오OO 2021-10-18 09:53:41

17 접수 박OO 2021-10-18 09:53:51

18 접수 장OO 2021-10-18 09:55:17

19 대기 이OO 2021-10-18 10:27:46

20 대기 오OO 2021-10-18 10:56:16

21 대기 임OO 2021-10-18 11:04:26

22 대기 조OO 2021-10-18 11:27:39

23 대기 김OO 2021-10-18 13:18:51

24 대기 나OO 2021-10-18 13:25:20

25 대기 박OO 2021-10-20 10:55:49

26 대기 이OO 2021-10-20 18:48:15

27 대기 김OO 2021-10-25 10:50:31

28 대기 이OO 2021-10-25 12:23:51

29 대기 박OO 2021-10-25 14:36:13

30 접수 배OO 2021-11-11 1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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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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