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5일 14시 19분



2
3
3
3
3
3
3
3
3
3
3
3

목차

목차
동아리안내 - 전체

[강연/행사/세미나] 어서와. 우리도 처음이야.
[취업준비] 청년 일자리 정보 커뮤니티
[소모임 및 네트워킹 교류] 공간 - 나주의사진
[강연/행사/세미나] 나주 청년 문화 활성화
[취업준비] 당신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소모임 및 네트워킹 교류] 숲에 닿는 손길
[기타] 꼬바에느
[소모임 및 네트워킹 교류] 댕댕청사람들
[강연/행사/세미나] 향교길 프로젝트
[소모임 및 네트워킹 교류] 인업(�_UP)



전체(10) 소모임 및 네트워킹 교

류(4)

강연/행사/세미나(3) 취업준비(2) 창업준비(0)

기타(1)

 >  > 모임 청년동아리 동아리안내

제목15개 총 10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727 공유

코로나 19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청년부부 및 소외계층들을 위한 재능…

눔 콘서트.2021-03-23

청년정책협의체-문화예술분과

[강연/행사/세미나] 어서와. 우리…
722 공유

청년 일자리 정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2021-03-23 청일정

[취업준비] 청년 일자리 정보 커뮤니…
713 공유

청년들이 원도심의 옛 건물을 모티브 하
여 사진 촬영을 진행

2021-03-23

나믿사(나주를 믿는 사람

들)

[소모임 및 네트워킹 교류] 공간 …

676 공유

버스킹 문화공연 및 사진콘테스트를 진
행할 예정입니다.

2021-03-23 재밍

[강연/행사/세미나] 나주 청년 문…
913 공유

사회 초년생들의 면접 및 취직을 위한 정
장 무상 대여

2021-03-23 나주청년회의소

[취업준비] 당신의 청춘을 응원합…
844 공유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진행되는 청년자원
봉사 프로그램 입니다.

2020-10-19 숲체원

[소모임 및 네트워킹 교류] 숲에 …

792 공유

꽃을 심는 청년들

2020-09-15 임선열

[기타] 꼬바에느

861 공유

나주시와 함께하는 펫티켓 알림이

2020-09-15 박나은

[소모임 및 네트워킹 교류] 댕댕청…
773 공유

청년 마을음악 만들기 프로젝트

2020-09-15 임재환

[강연/행사/세미나] 향교길 프로젝트

975 공유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

2020-09-15 선새롬

[소모임 및 네트워킹 교류] 인업(…

동아리안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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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najuyouth/club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category_1=%25EC%2586%258C%25EB%25AA%25A8%25EC%259E%2584%20%25EB%25B0%258F%20%25EB%2584%25A4%25ED%258A%25B8%25EC%259B%258C%25ED%2582%25B9%20%25EA%25B5%2590%25EB%25A5%2598&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category_1=%25EA%25B0%2595%25EC%2597%25B0%252F%25ED%2596%2589%25EC%2582%25AC%252F%25EC%2584%25B8%25EB%25AF%25B8%25EB%2582%2598&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category_1=%25EC%25B7%25A8%25EC%2597%2585%25EC%25A4%2580%25EB%25B9%2584&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category_1=%25EC%25B0%25BD%25EC%2597%2585%25EC%25A4%2580%25EB%25B9%2584&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category_1=%25EA%25B8%25B0%25ED%2583%2580&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idx=68616&mode=view&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idx=68615&mode=view&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idx=68614&mode=view&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idx=68613&mode=view&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idx=68612&mode=view&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idx=64228&mode=view&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idx=63275&mode=view&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idx=63274&mode=view&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idx=63272&mode=view&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najuyouth/club/group/intro?idx=63271&mode=view&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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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www/support/member_login?return_url=/najuyouth/club/group/intro?mode=write&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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