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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린시정 나주소식 공지사항

"옛 조상의 손맛이 내손에" 전통발효대학 [기타장류반] 교육생 모집공고
2022.05.19 조회수 914 등록자농촌자원팀

전통 방식 그대로의 실습을 통해 전통 장류와 발효음식이 가진 가치를 정립하고, 전통 장류의 옛 맛을 계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보급을 위한 "전통발효대학 [기타장류반]"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통발효대학 5개과정 중 이번신청 과정은 [기타장류반]입니다.

2022년 전통발효대학내 1인1과정만 수강이 가능하니, 꼭! 일정과 교육내용(붙임문서) 참고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전통발효대학[기타장류반]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2. 5. 20.(금) 09:00 ~ 5.30.(월) 18:00 / 11일간 ※ 일정표 확인 필수 ※
❍ 모집인원: 16명

❍ 신청방법: 시홈페이지 로그인 후 → 참여민원 → 교육/예약 →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교육 선착순 신청

※ 2022년 발효대학 내 1인 1과정만 수강 가능(단, 미달시 예외적용) 

※ 2021년 자원분야교육 중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전통장류 및 발효 음식” 수료자 제외

※ 2021, 2020년도 농촌자원분야 교육수료자 후순위

❍ 선발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나주시민

❍ 교육생 확정통보: 6. 2.(목) 개별 SMS문자 발송

❍ 문의전화: 농촌진흥과 농촌자원팀(☎ 339-7432)

□ 전통발효대학[기타장류반] 교육개요

❍ 교육기간: 2022년 6월 7일(화) ~ 6월 9일(목) / 3일간 / 총10시간(이론2, 실습8)

❍ 교육장소: 향토음식체험문화관(나주시 박정길 1)

❍ 교육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나주시민(신분증등 확인)

❍ 교육내용: 전통장류 및 전통 먹기리 문화의 이해 이론교육 및 청국장/막장/집장 담그기 전체과정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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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하절기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다음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보고서…

2023년 나주마을대학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모집 안내

(수정) 5월 중 문화예술 관련 행사 일정입니다. 2023년 영산강 인문 아카데미(제3기) 개최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장날' 행사 안내

인기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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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qf64s4KKe&file_type=all&idx=82291&file=134202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82291/134202/%2527%25EC%2598%259B%20%25EC%25A1%25B0%25EC%2583%2581%25EC%259D%2598%20%25EC%2586%2590%25EB%25A7%259B%25EC%259D%25B4%20%25EB%2582%25B4%25EC%2586%2590%25EC%2597%2590%2527%20%25EC%25A0%2584%25ED%2586%25B5%25EB%25B0%259C%25ED%259A%25A8%25EB%258C%2580%25ED%2595%2599%20%255B%25EA%25B8%25B0%25ED%2583%2580%25EC%259E%25A5%25EB%25A5%2598%25EB%25B0%2598%255D%20%2528%25ED%2599%2588%25ED%258E%2598%25EC%259D%25B4%25EC%25A7%2580%20%25EA%25B2%258C%25EC%258B%259C%25EC%259A%25A9%2529.hwp?pkey=qf64s4KKe
http://www.naju.go.kr/Viewer/134202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8229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8228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9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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