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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5개 총 97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28 공유

애그테크 청년 창업캠퍼스는 범농협 x 
청년재단이 애크테크·농식품 분야 창…
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창업교육인..
2023-05-19 청년센터관리자

애그테크 창업 캠퍼스

69 공유

전라남도에서는 자발적이고 다양한 분
야의 대학생 참여 활동 지원으로 활기…
청년 문화를 만들고 청년들의 역량 강화

와 소통창구 ..
2023-04-13 청년센터관리자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
87 공유

안녕하세요.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
니다. 2023년 2월 27일 12억이하 생…

첫 주택 구입시 소득에 관계 ..2023-04-11 청년센터관리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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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
니다. 3/14 제공해드린 "주거정책" 내…

은 잘 살펴 보셨나요? 오늘은 그 ..2023-04-05 청년센터관리자

청년 주거 정책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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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전공 분야에서 두각…
나타내고 있는 지역인재들에게 해외 석·

박사 유학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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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94 공유

안녕하세요.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
니다. 이번에 전달드릴 정보는 "주거…

책"입니다. 3/10 원희룡 국토부..2023-03-14 청년센터관리자

청년 주거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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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재하고 있는 청년 수출기업의 해
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
청년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
2023-03-14 청년센터관리자

2023년 �청년 수출기업 해외마…
92 공유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모…

기간 : (채용공고) 2023. 0..2023-03-02 청년센터관리자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체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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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남형 청년마

을 만들기 지원사..
2023-02-28 청년센터관리자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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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미취업 구
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

다. �안전관리자 인력양성(산업안전산
업기사)�에 참여할 ..

2023-02-27 청년센터관리자

요즘 대세 자격증!! 나도 안전관리…
98 공유

구직단념 청년 등의 취업자신감 향상과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청…
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지원자

를 모집 공고합..
2023-02-24 청년센터관리자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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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청년정책에 
반영되어 청년의 정책효능감을 높일…
있는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

전� 청년..
2023-02-23 청년센터관리자

2023년 대한민국 청년 정책 공모전

청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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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노인복지관 홍보서포터즈 모집안
내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노인복지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

ww...
2023-02-16 청년센터관리자

나주시노인복지관 홍보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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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신청하세요 저출
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

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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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청년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
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창업…
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23-02-06 청년센터관리자

2023년 나주시 청년 창업성장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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