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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동아리명 대표 분야 회원수 모임주기 지역 등록일

28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황경화 인문교양 16명 월1회 일로읍 2023-02-15

27 소리모아 통기타 동아리 이선화 문화예술 19명 매주 2회 삼향읍 2023-02-13

26
블레스 뮤직(무안 색소폰 동호회

)
박진석 문화예술 10명

주 2회. 월 금 

저녁6시
현경면 2023-01-30

25 무안정원사랑회 윤종인 시민참여 25명 월1회 무안읍 2023-01-18

24 소리타 고고 장구 구금자 문화예술 14명 주1회 운남면 2022-10-10

23 씽씽쏭쏭 최옥현 문화예술 15명

매주 금요일 오

전 10시 ~ 12

시

삼향읍 2022-08-03

22 심장의소리 양길자 문화예술 20명
주 3회 (월, 목,

토)
무안읍 2022-07-07

21 현경면 황토소리사랑 김정애 문화예술 30명 주2회 현경면 2022-07-05

20 모아모아 조미라 인문교양 11명 주1회 삼향읍 2022-07-05

19 꿈을 나르는 그림책 맘 차진화 인문교양 16명 주1회 삼향읍 2022-07-05

18 아리아리 밸런스 노미옥 시민참여 15명 주1회 일로읍 2022-07-05

평생교육 > 평생학습동아리 > 동아리등록현황

학습동아리 등록안내

등록기간: 연중 수시

등록대상: 무안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등록분야: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기타

등록절차: 학습동아리 등록신청 → 서류 심사 후 등록 → 동아리 등록 통보

준비서류

온라인 등록: 활동실적 사진, 운영 회칙(정관) 등 첨부  온라인등록

오프라인 등록: 등록신청서, 동아리 소개서, 활동실적, 운영 회칙(정관) 등

오프라인용 신청서식 다운로드(hwp)

오프라인(방문, 우편) 접수 : (5853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 문의전화: 061-

450-5338

지역 선택 전체  분야 선택 전체  검색키 동아리명  검색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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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글쓰기

17 늘품 김경옥 문화예술 10명 주1회 삼향읍 2022-07-05

16 꽃문화연구회 김정여 문화예술 13명 매월 1회 현경면 2022-07-05

15 무안문인화 박종일 문화예술 16명 주1회 무안읍 2022-07-05

14 무안생활체육여자배구 김은주 시민참여 25명 주2회 삼향읍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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