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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흩어져 있는 양질의 교육콘텐츠와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이용
웹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상시학습 환경

홈페이지

홈페이지

국내 우수 대학(84개) 참여형 교육과정 무료 제공(500여개 강좌)
수강신청 수 제한 없이 수강 가능

홈페이지

교육과정 수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전라남도 평생교육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
전라남도 내 평생교육관련 기관에서 운영중인 강좌정보 제공 등
전남 도민을 위한 무료 사이버학습 사이트
전라남도 문화교양강좌

홈페이지

홈페이지

기초부터 다양한 ICT 교육과정 운영
시각, 청각, 지적, 지체장애인, 여성, 노인 대상 교육구성

홈페이지

수강신청 매월1일~말일 운영, 동시수강 최대 4개과정 가능
인문학, 취업, 자격증, 재테크, 육아, 운동, 창업 등 여러 분야의 온라인 강의
교육과정 수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홈페이지

14개분야의 다양한 교육과정 무료 제공
전 국민 누구나(지역 상관없이), 수강신청 수 제한 없이 수강 가능

홈페이지

교육과정 수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자녀교육에서 교육정책까지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웹,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상시학습 환경
문화콘텐츠 기초부터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웹과정과 모바일(앱)에 대한 수강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홈페이지

평생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정규 및 상시 교육과정 운영
기술관련 전문과정 운영으로 특화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기수제 과정 수료 시 수료증 발급 가능
다양한 대상 맞춤별 생활에 필요한 금융관련 전문교육 제공
교육과정 수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홈페이지

웹과 모바일 환경 서비스 제공
최적화된 생애자산관리방법을 맞춤식으로 제공
직업과 연금유형에 따라 효율적인 연금준비방법 맞춤식 제공

홈페이지

웹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여성을 위한 취업 솔루션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제한 없는 전국민 대상 교육 서비스 제공
국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강의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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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강의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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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소개
OCW(OpenCourseWare): 학습자들이 교육 및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

홈페이지
홈페이지

록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교수/학습자료
전국민 누구나 국악에 대한 이해 돕는 서비스 제공
맞춤강좌로 수준별, 대상별, 일반/실기, 악기별 강좌를 구분하며, 학교과정
연계 국악 교육 서비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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