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house
Workshops
5/31

6/6

6/13

Mondays
9:00 - 10:30 A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0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27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5/31

6/6

6/13

6/20

6/27

월요일
오전 9:00 - 10:30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Lighthouse
Workshops
5/31

6/6

6/13

Mondays
11:00 - 12:30 P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0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27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5/31

6/6

6/13

6/20

6/27

월요일
11:00 - 12:30 PM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Lighthouse
Workshops
5/31

6/6

Mondays
1:00 - 2:30 P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6/13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0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27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5/31

6/6

6/13

6/20

6/27

월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Lighthouse
Workshops
5/31

6/7

Tuesdays
9:00 - 10:30 A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6/14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1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28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5/31

6/7

6/14

6/21

6/28

화요일
오전 9:00 - 10:30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Lighthouse
Workshops
5/31

6/7

Tuesdays
11 - 12:30 P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6/14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1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28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5/31

6/7

6/14

6/21

6/28

화요일
오후 11시 - 12시 30분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Lighthouse
Workshops
5/31

6/7

Tuesdays
1-2:30 P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6/14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1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28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5/31

6/7

6/14

6/21

6/28

화요일
오후 1-2:30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Lighthouse
Workshops
6/1

6/8

6/15

Wednesdays
9:00-10:30 A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2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29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6/1

6/8

6/15

6/22

6/29

수요일
오전 9:00-10:30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Lighthouse
Workshops
6/1

6/8

6/15

Wednesdays
11:00 - 12:30 P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2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29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6/1

6/8

6/15

6/22

6/29

수요일
11:00 - 12:30 PM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Lighthouse
Workshops
6/1

6/8

6/15

Wednesdays
1:00 - 2:30 P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2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29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6/1

6/8

6/15

6/22

6/29

수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Lighthouse
Workshops
6/2

6/9

Thursdays
9:00 - 10:30 A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6/16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3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30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6/2

6/9

6/16

6/23

6/30

목요일
오전 9:00 - 10:30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Lighthouse
Workshops
6/2

6/9

Thursdays
11:00 - 12:30 P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6/16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3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30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6/2

6/9

6/16

6/23

6/30

목요일
11:00 - 12:30 PM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Lighthouse
Workshops
6/2

6/9

Thursdays
1:00 - 2:30 PM
In Community Room

Tablet Basics and YouTube: Learn how
to operate your tablet and how to watch
videos on YouTube
Google and Google Translate: We'll be
learning how to search and navigate the
internet using Google and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ranslate
documents

6/16

Zoom: Learn the basics of Zoom, an app
where you can join and host video
meetings.

6/23

Email and Cybersecurity: Learn how to
send and receive emails on your tablet.
We'll also learn how to stay safe while
surfing the web.

6/30

Entertainment: Learn how to use
OnDemand Korea, RadioKorea, and
Korea Times virtual newspaper

Tech Help Desk Hours
Every Tuesday and Wednesday
2:30 - 3:30 PM

워크샵

Lighthouse
6/2

6/9

6/16

6/23

6/30

목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커뮤니티 룸에서

태블릿 기본 사항 및 YouTube: 태블릿 작동
방법 및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 방법 알아
보기
Google 및 Google 번역: Google을 사용하
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주최할 수 있는
앱인 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메일 및 사이버 보안: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웹
서핑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
우게 됩니다.
Zoom:
Zoom

엔터테인먼트: 온디맨드 코리아, 라디오코리
아, 코리아타임즈 가상신문 사용법 배우기

기술 지원 데스크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0 - 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