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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고을 배달강좌

프로그램명 : 사랑방 미술교실 (노안마을)

수강정보 : 2023. 5. 15. ~ 11. 30. / 매주 월요일 19:00~21:00 / 10회차 / 10명 미만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목표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정감과 이웃 간의 친목 도모

프로그램명 : 랄랄라 기타교실(예동마을)

수강정보 : 2023. 5. 17. ~ 11. 30. / 매주 수요일 10:00~12:00 / 10회차 / 10명 미만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목표

악기를 배움으로 정서함양

기타를 배우고 지역축제와 문화 소외계층에 재능기부

프로그램명 : 다례 및 다식 만들기(문현마을)

수강정보 : 2023. 5. 9. ~ 11. 30. / 매주 화요일 12:30~14:30 / 10회차 / 10명 미만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 목표

차의 맛과 향을 깊게 우리는 법, 다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정서적 순화와 안정감으로 삶의 여유를 가지며,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보람찬 노후 보내기

프로그램명 : 알콩달콩 고소한 요리교실(박실마을)

수강정보 : 2023. 5. 13. ~ 11. 30. / 매주 토요일 15:00~17:00 / 10회차 / 15명 미만

프로그램 내용 및 목표

손쉬운 요리만들기로 재미와 배움의 욕구 충족

식재료의 특성을 알고, 영양관리,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계기 마련

참여자간 라포형성으로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명 : 풍물놀이(반남풍물놀이)

수강정보 : 2023. 5. 11. ~ 11. 30. / 매주 목요일 19:00~21:00 / 10회차 / 10명 미만

프로그램 내용 및 목표

마을에 사라져가는 사물놀이, 풍물놀이팀 부활

여러 마을 행사에서 사물놀이 연주하여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살리기

프로그램명 : 나주 야생녹차 이야기(�사랑)

수강정보 : 2023. 5. 11. ~ 11. 30. / 매주 목요일 16:00~18:00 / 10회차 / 10명 미만

프로그램 내용 및 목표

남평 월현대산 야생 녹차의 보존과 활용

차와 다례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인성, 덕목, 실천 향상

남평 월현대산 야생녹차 우수성 알리기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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