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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명(기수) 평생학습 명강사 초청 특강(나도!이제 프로다) - 대면 참여

교육정보 연계강좌여부 비연계

교육대상 시민, 강사, 평생교육사 등 수강료 0 원

신청기간 2021-10-20 09:00 ~ 2021-11-18 16:00 교육기간 2021-11-17 ~ 2021-11-19

교육장소 나주시청 대회의실 교육분류 직업준비 프로그램

수강신청방법 온라인 수강신청선정방법 선착순

학점 0 점 보호자동의여부 미동의

교육기관 나주시청 / 나주시평생학습관 계좌번호정보

오시는 길 나주시청 대회의실 문의전화 061-339-4672

강좌소개

강의계획

20명만 한정으로 현장 대면 진행합니다.

 

강의활동을 원하시는 분, 강사활동을 하고계시는 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분,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스팟! 효과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17일 - 슬기로운 강사생활(정승호 /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 

18일 - 온라인 강의 제작법(황현우 / 에듀메이커스 대표)

19일 - 강사의 롱~런 비결(강은미 / 한국인재경영교육원 대표) 

강사명 세바시명강사

강사소개 세바시 출신 명강사 초청 - 3인 3색 특강

모집정원 20 명 : 선착순 모집대기인원 20 명

첨부파일  평생학습 특강 홍보물.jpg  

강사상세정보

등록된 강사가 없습니다

수강신청자 목록 (수강종료)

번호 접수상태 이름 등록일

1 접수 남OO 2021-10-20 10:37:56

2 접수 한OO 2021-10-21 10:02:15

3 접수 강OO 2021-10-22 18:45:10

4 접수 박OO 2021-10-23 21:51:44

5 접수 조OO 2021-10-23 23:13:38

6 접수 김OO 2021-10-25 15:22:15

7 접수 안OO 2021-10-25 22:08:16

8 접수 박OO 2021-10-25 22: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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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841/%25ED%258F%2589%25EC%2583%259D%25ED%2595%2599%25EC%258A%25B5%20%25ED%258A%25B9%25EA%25B0%2595%20%25ED%2599%258D%25EB%25B3%25B4%25EB%25AC%25BC.jpg?field=edu_club&pkey=exxX7XDXx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778/841/%25ED%258F%2589%25EC%2583%259D%25ED%2595%2599%25EC%258A%25B5%20%25ED%258A%25B9%25EA%25B0%2595%20%25ED%2599%258D%25EB%25B3%25B4%25EB%25AC%25BC.jpg?field=edu_club&pkey=exxX7XDXx&mode=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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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9 접수 김OO 2021-10-25 22:13:11

10 접수 김OO 2021-10-25 22:16:14

11 접수 이OO 2021-10-25 22:21:53

12 접수 정OO 2021-10-26 15:21:42

13 접수 박OO 2021-10-29 08:29:12

14 접수 전OO 2021-10-29 11:38:28

15 접수 김OO 2021-10-29 11:55:02

16 접수 김OO 2021-10-29 14:28:54

17 접수 이OO 2021-11-01 10:08:23

18 대기 선OO 2021-11-01 11:27:36

19 대기 이OO 2021-11-01 12:02:44

20 대기 최OO 2021-11-11 15:24:59

21 대기 선OO 2021-11-16 10:56:54

22 대기 김OO 2021-11-16 22:55:47

23 대기 이OO 2021-11-17 2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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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