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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임 청년동아리 청년스케치

제목15개 총 12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493 공유

[꽃은심는 청년들] ○ 일 시 : 2020. 11. 
18.(수) 11:00 ~ 13:30..

2020-11-19 임선열

(꼬바에느) 조경진행 작업.2

572 공유

○ 일 시 : 2020. 10. 25.(일) 14:00 ~
17:00 ○ ..

2020-10-26 선새롬

(인업)하고싶어서 하는 전시

609 공유

○ 일 시 : 2020. 10. 21.(수) 19:30 ~
21:00 ○ ..

2020-10-22 임재환

[향교길]'소소한'언택트 공연

614 공유

*향교길 언택트 공연안내* ❤일시 : 202
0.10.21(수) 오후7시 30분

2020-10-20 임재환

[향교길]'소소한'언택트 공연

585 공유

*인업 성과공유회 안내입니다.*

2020-10-20 선새롬

(인업)하고싶어서 하는 전시

565 공유

○ 일 시 : 2020. 10. 17.(토) 11:00 ~
13:00 ○ ..

2020-10-19 박나은

(댕댕청)펫티켓 체험마켓 운영

505 공유

[꽃은심는 청년들] 오늘은 저희들이 모
여 내일 진행하는 문화야행을 아름답…

꾸며줄 조경을..2020-10-15 임선열

(꼬바에느) 조경진행 작업

555 공유

*펫티켓 체험마켓 진행 안내입니다.*

2020-10-13 박나은

(댕댕청)펫티켓 체험마켓

535 공유

[청년 마을 음악 만들기 프로젝트] 저희
는 청년들이 살고 있는 터전 나주를 …

기 위..2020-10-13 임재환

(향교길) 프로젝트 안내

535 공유

[꽃을 심는 청년들] 저희가 직접 조경작
업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곳으로 선진…

견학을..2020-10-13 임선열

(꼬바에느)프로젝트 안내

382 공유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 저희는 6월
부터 지속적인 만남과 모임을 가지며 스…

스..2020-10-07 선새롬

(인업)인사이드 업 안내

315 공유

[나주시와 함께하는 펫티켓 알림이] *영
산강과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배변봉…

나눔 활동..2020-10-07 박나은

(댕댕청) 동아리 안내

청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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