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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3층(옥상)의 멋진 풍광
2022 친환경농업대학(청년창업학과)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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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과 시장님과의 열린 대화
2021 에이팜쇼 청년 귀농박람회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농업인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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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6개 총 24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39 공유

2023-04-24 

농업정책과 농촌활

력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18 공유

2023-04-24 

농업정책과 농촌활

력

Y-FARM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
92 공유

2023-03-08 

농업정책과 농촌활

력

귀농귀촌인 협회 농기계교육

249 공유

2022-11-14 이명신
토종종자 전시 및 나눔행사

255 공유

2022-10-21 이명신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고향사랑 박…

288 공유

2022-09-06 이명신
2022년 A Farm Show 창농․귀농…

327 공유

2022-06-17 이명신
농업기술센터 3층(옥상)의 멋진 풍광

344 공유

2022-06-17 이명신
2022 친환경농업대학(청년창업…

322 공유

2022-05-27 이명신
청년농업인 우수사례 방송 인터뷰…

330 공유

2022-05-17 이명신
2022 귀농귀촌 청년 창업박람회

360 공유

2022-04-07 이명신
귀농귀촌인협회 정기총회 및 회장…

456 공유

2021-09-07 이명신
청년농업인과 시장님과의 열린 대화

390 공유

2021-09-07 이명신
2021 에이팜쇼 청년 귀농박람회

450 공유

2021-07-20 이명신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농업인 현장…

459 공유

2021-07-20 이명신
2021 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

전체 2페이지 페이지로 이

사진마당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95360&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95353&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92749&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88049&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86969&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85706&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83070&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83068&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82485&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82214&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81180&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74341&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74334&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72481&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idx=72478&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atec/information/photo?page=2&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1 2 전체 2페이지

중

페이지로 이

동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ju.go.kr)




	목차
	사진마당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귀농입문반]
	Y-FARM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박람회
	귀농귀촌인 협회 농기계교육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고향사랑 박람회
	2022년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토종종자 전시 및 나눔행사
	농업기술센터 3층(옥상)의 멋진 풍광
	2022 친환경농업대학(청년창업학과)4차시
	청년농업인 우수사례 방송 인터뷰에 따른 나주배 가공품 홍보
	2022 귀농귀촌 청년 창업박람회
	귀농귀촌인협회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청년농업인과 시장님과의 열린 대화
	2021 에이팜쇼 청년 귀농박람회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농업인 현장방문
	2021 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