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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기초컴퓨터 교육 신청합니다

.

분야

IT‧컴퓨터

희망시기 2021.3 ~

2021.12

희망장소 일로읍

안녕하세요 엄마가 최근에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릴때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리시나 봅니다.

그래서 사회에 막상 발을 딛어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든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듯 합니다. 몇일전

컴퓨터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 이런곳이 있네요. 희망 수업을 적

을 수 있게요~ 일로 삼향 어디든 좋을 듯 합니다. 컴터 조작 및 인터넷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설 되면 연락주세

요, 그리고 혹시 정리를 하는 수업은 없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정리를 잘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정리 수업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다 요청하셔서 한장에 작성합니다. 1 컴퓨터, 2 정리 수업 열어지면 문자로 꼭 알려주세요 ^^

RE]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김누빈 작성일 2021.03.23

09:30

[원본글]

정해진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희망강좌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최근에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릴때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리시나 봅니다.

그래서 사회에 막상 발을 딛어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든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듯 합니다. 

몇일전 컴퓨터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 이런곳이 있네요.

희망 수업을 적을 수 있게요~

일로 삼향 어디든 좋을 듯 합니다.

컴터 조작 및 인터넷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설 되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혹시 정리를 하는 수업은 없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정리를 잘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정리 수업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다 요청하셔서 한장에 작성합니다.

1 컴퓨터, 2 정리 

수업 열어지면 문자로 꼭 알려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김누빈입니다~ 

평생교육 > 교육신청 > 희망강좌신청희망강좌신청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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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실명인증글쓰기

희망 강좌를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교육 및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강좌가 개설되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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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에 공감하는 의견을 등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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