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화양동
교육장

교육 과정
수준 번호
중급

1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한글2010

중급

2

문서작성과 인터넷정보검색

고급

3

도전! ITQ자격증(엑셀) 취득반

특별과정 4

아차산
교육장

스마트폰 왕초보탈출

초급

5

★도전! 컴퓨터와 친해지기

중급

6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검색

고급

7

도전! ITQ자격증(한글) 취득반

초급

8

★인터넷으로 떠나는 정보여행

특별과정 9

광나루
교육장

교육과정

카카오톡 100배 활용팁

중급

10

내 컴퓨터 쉽게 관리하기

중급

11

엑셀2010 실무계산 활용

초급

12

★컴퓨터 제대로 활용하기

중급

13

스마트폰 다양하게 활용하기

특별과정 14

멋진 디지털 전자앨범 만들기

고급

15

나도 유튜버! 동영상 제작하기

접수기간 : 3. 22.(금) 09:30 ~ 3. 26.(화) 18:00(선착순)
발표일자 : 3. 27.(수) 13:00 발표

교육기간

교육시간

모집인원

10:00 ~ 12:00

4.3 ~ 4.29
(월,수,금)

13:00 ~ 15:00
15:00 ~ 17:00

4.2 ~ 4.16
(화,목)
4.2 ~ 4.25
(화,목)

28명

10:00 ~ 12:00
13:00 ~ 16:00
10:00 ~ 12:00

4.3 ~ 4.29
(월,수,금)

13:00 ~ 15:00
15:00 ~ 17:00

4.2 ~ 4.16
(화,목)
4.2 ~ 4.25
(화,목)

18명

10:00 ~ 12:00
13:00 ~ 16:00
10:00 ~ 12:00

4.3 ~ 4.29
(월,수,금)

13:00 ~ 15:00
15:00 ~ 17:00

4.2 ~ 4.16
(화,목)
4.2 ~ 4.25
(화,목)

1644-7128
(교육안내 및 상담)

※ 추가접수 : 2019. 3. 27.(수) 13:00 ~ 말일까지 (미달과정에 대해 선착순 선정)
※ 스마트폰 강좌는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삼성, 엘지 등)으로 진행합니다.
※ ★ 표시가 있는 과정은 전화접수 가능합니다.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과정과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2명

10:00 ~ 12:00
13:00 ~ 16:00

“광진구청” 검색

구민정보화교실 교육 안내
접수
기간

ㆍ 3월 22일(금) 9:30 부터 3월 26일(화) 18:00 까지
ㆍ 시간 : 오전 9시 30분 선착순 접수

결과
발표

ㆍ과정별 선착순 선정

교육
비용

ㆍ월 2만원 (교재 개별구매) / 특별과정 1만원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전과정 인터넷접수가 기본

ㆍ선정자에게 수강신청시 기재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 발송

※ 수강료 면제대상
: 만 55세이상(주민등록상 1964.12.31 이전 출생),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
ㆍ납부방법 : 국민은행(광진구청) 290537-00-001695 계좌로 입금
※ 단, 입금자명은 반드시 교육 신청자 이름과 해당 과정번호를
기재 요망 (예 : 홍길동-1)

사전 회원가입필요 (http://www.gwangjin.go.kr )
※ 구청 홈페이지접속 → 화면상단 로그인 → 화면상단의 “교육”(클릭)
→ 화면하단의 정보화교육 “수강신청”(클릭)
→ 과정명 클릭한 후 프로그램 신청

▶ 방문접수 : 화양동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전과정 접수 가능
▶ 전화접수 : 교육수준이 초급과정(★ 표시된 과정)만 전화접수 가능

유의
사항

ㆍ2019년 구민정보화교육은 횟수 제한 없음
단, 정규과정 월 1개, 특별과정 월 1개 수강 가능
ㆍ교육접수 인원이 모집인원(정원)의 50%미만인 강좌는 폐강될 수 있음
ㆍ 각 강좌별 정원 외에 5명씩 추가로 대기인원 받음
ㆍ텔레뱅킹이나 타인이름으로 입금 시 반드시 전화를 주셔야 하며

70, 130, 303, 370, 2221, 2311, 광진04번
(어린이대공원후문 하차) 도보10분
마을버스 광진03번
(지영슈퍼 하차) 도보5분

입금여부가 확인이 안 될 경우 교육접수가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ㆍ수강료 환불은 교육시작 전 전액환불, 교육시작 후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이 진행됩니다. 화양동 정보화교육센터 문의(02-469-9670)
▶ 자리배정은 연장자순으로 배정
(단, 배정 후 빈자리나 취소자가 있을 경우 자리 재배정 가능)
▶ 해당기수 미수료자(출석율 70%이하)는 바로 다음 기수 수강 신청 불가
▶ 개강일 무단결석 시 자동 취소 처리됨(사전 연락 시 제외)
☞ 유료 수강자인 경우 환불 가능
▶ 개강일 신분증 반드시 지참 (본인여부 확인 : 미확인시 수업 불가)

문의 광진구 정보화교육센터(화양동)
전화

02)469-9670
광진구 콜센터

1, 1-1, 1-2, 1-3, 1-4, 9, 9-1, 15, 23, 91, 92,
93, 95, 96, 96-1, 97, 2000-1, 2000-4, 광진01
(워커힐 아파트앞 하차) 도보5분

1644-7128
광진구 정보화교실 커뮤니티
광진구 정보화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