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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참조
2021년 「제1차 리프레시 데이(비대면)」개최 안내

우리 간호사회에서는 간호사들의 재충전을 위해 「제1차 리프레시 데이」행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 사 명

제1차 리프레시 데이(비대면)

2. 내

용

랜선으로 배워보는 라탄 공예 - 트레이 만들기

3. 일

시

2021. 7. 9.(금) 15:30~17:30

4. 운영방법

실시간 화상원격교육(ZOOM 플랫폼 이용)

5. 참석대상

부산지부 등록회원 또는 2021년 간접비를 납부한 NE회원 20명

6. 참가신청

본회 홈페이지(www.bna.or.kr) > 회원 마당 > 행사 참가 신청
(각 기관별 2명 이내(초과 시 신청대기/ 참가자 확정 후 문자통보)

7. 접수기간

2021. 6. 3.(목) 10:00부터(선착순 마감)

8. 문

의

☏ 051-253-3824~5

타

가. 참가신청에 필요한 면허번호 및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나. 본 행사는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으로 운영되므로 ZOOM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수강이 가능하신 분만 신청 바랍니다.
다. 신청 시 참가비는 없으나 무단 불참할 경우 참가비 일체를 부담하셔야
하니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9. 기

붙임

랜선으로 배워보는 라탄 공예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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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랜선으로 배워보는 라탄 공예 안내

◉ 찰리브라운 트레이 만들기
사이즈

28cm *23cm
(나무판 긴 길이 기준)

- 채색이 되어 있는 찰리브라운
얼굴 모양의 합판에 초보들도
따라할 수 있는 기법으로 라탄을
엮어 실용적이며 인테리어 소
품으로 활용 가능한 트레이를 제
작 예정
- 온라인 ZOOM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강사의 설명과 시범을
보며 라탄 공예를 체험
※ 라탄 공예란?
동남아지역 등나무에서 뽑아낸
얇은 나무줄기를 이용한 공예

<안내사항>
1. 본 행사는 실시간 화상원격강좌(ZOOM 플랫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2. 공예에 필요한 기본 재료는 택배 발송할 예정이나 개인 준비물(가위, 물뿌리개)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ZOOM 접속방법 및 접속ID, 비밀번호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4. 안내사항 및 택배 수령을 위한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5. 신청 당일 화상원격교육동의서 작성을 위한 URL 을 문자로 보내드리니 작성바라며
동의서 미작성 시 신청이 취소되니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