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수집 안내 : 교육 신청 접수에 필요한 성명, 출생년도, 성별, 거주지 동명, 연락처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해년도 교육일정 종료 후 1년간 보관하며 이후 성명과 연락처 정보는 파기하고 나머지 정보는 통계로만 활용합니다.

※ 교육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 및 과목이 변동될 수 있음

2020년 

구민 정보화교육 안내

· 접수일자 : 1. 10. 9시 부터 

· 교육기간 : 2. 10.~2. 28.

교육장소   대명4동 행정복지센터 2층 정보화교육장     

교육기간   3주(15일, 단 토, 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일   수강 전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문의 및 접수   선착순 전화접수 ☎ 053)664-2451     

※ 접수일이 관공서 휴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접수    ※ 스마트폰 활용은 안드로이드폰 소지자에 한함

※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활용은 연간 2회, 그 외 과정은 연간 1회 수강 가능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구민 정보화교육」을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구인 분만 가능)

* 교육시간 |  오전반 : 10시~12시 / 오후반 : 14시~16시 

[오전] 한글2010(초급)

[오후] 인터넷 활용(초급)

[오전] 한글2010(초급)

[오후] 쉽게 배우는 컴퓨터
        윈도10(초급)

2월 · 접수일자 : 3. 10. 9시 부터 

· 교육기간 : 4. 6.~4. 24.

[오전] 사진꾸미기(중급)

[오후] 쉽게 배우는 컴퓨터
        윈도10(초급)

4월· 접수일자 : 2. 10. 9시 부터 

· 교육기간 : 3. 9.~3. 27.

[오전] 한글ITQ자격증(중급)

[오후] 스마트폰 활용
* 안드로이드폰 소지자에 한함

3월

· 접수일자 : 4. 10. 9시 부터 

· 교육기간 : 5. 4.~5. 22

[오전] 스마트폰 활용
* 안드로이드폰 소지자에 한함

[오후] 인터넷 활용(초급)

[오전] 스마트폰 활용
* 안드로이드폰 소지자에 한함

[오후] 인터넷 활용(초급)

[오전] 사진꾸미기(중급)

[오후] 스마트폰 활용
* 안드로이드폰 소지자에 한함

[오전] 사진꾸미기(중급)

[오후] 스마트폰 활용
* 안드로이드폰 소지자에 한함

[오전] 쉽게 배우는 컴퓨터
        윈도10(초급)

[오후] 한글2010(초급)

5월 · 접수일자 : 6. 10. 9시 부터 

· 교육기간 : 6. 29.~7. 17.
7월· 접수일자 : 5. 11. 9시 부터  

· 교육기간 : 6. 1~6. 19.
6월

· 접수일자 : 8. 10. 9시 부터 

· 교육기간 : 9. 7.~9. 25.
9월 · 접수일자 : 10. 12. 9시 부터 

· 교육기간 : 11. 2.~11. 20.
11월· 접수일자 : 9. 10. 9시 부터 

· 교육기간 : 10. 5.~10. 23.
10월

뒷면>>    구청 교육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