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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 결혼,육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통합 서비스 지원
전남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용의 부담으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비 부담스러우시죠? 이제 걱정 마세요!!
청소년부모 및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출산은 최고의 선물”행복담은 선물꾸러미 배달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가정들의 경제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지원합니다.
건강한 아이임신을 위하여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건강한 아이출산을 온 동네가 같이 축하합니다.

모성 건강관리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가임기 여성 무료 산전검사

건강한 아이와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신청해보세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이나 해볼까? 검진을 나주시가 지원합니다.
임신과 출산 걱정되시죠? 우선 산전검사를 통해 건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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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 청년정책 정책사업

제목5개 총 9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비 부담
스러우시죠? 이제 걱정 마세…
요!!
# 중⋅고등학교 # 신입생(전입생) # 교복
지원 # 교육청

교육지원과 (☎ 061-339-4692)

청소년(한)부모 통합 서비스 지
원

청소년부모 및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 부모 # 한부모 # 저소득 # 아
동양육비 # 중위소득60%미만 # 중위소…
득65%미만

사회복지과 (☎ 061-339-8487)

전남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용의 부담으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니다.
# 결혼 # 출산 # 아이탄생 # 양육비 # 30
만원 # 898명

건강증진과 339-2130

출산은 최고의 선물”행복담은
선물꾸러미 배달

건강한 아이출산을 온 동네가
같이 축하합니다.

# 결혼 # 출산 # 아이탄생 # 회복기산모
# 출생신고 # 10만원 상당의 선물

건강증진과 (☎ 061-339-2130)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들의 경제적인 환경조
성을 위해 지원합니다.

# 결혼 # 출산 # 아이탄생 # 첫째-100만
원 # 둘째-200만원 # 셋째-300만원

건강증진과 (☎ 061-339-213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강한 아이임신을 위하여 난
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합니…
다.
# 난임부부 # 시술비지원 # 출산 # 결혼
# 중위소득180% # 200명

건강증진과 (☎ 061-339-2128)

모성 건강관리

건강한 아이와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신청해보세요!!

# 임산부 # 산전검사 # 출산⋅육아교실 #
엽산⋅철분제 지원 # 우울검사

건강증진과 (☎ 061-339-2130)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우리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
이나 해볼까? 검진을 나주시…
지원합니다.
# 결혼 # 임신 # 건강검진 # 신혼(예비)
부부 # 150여명 # 혼인신고 3년 이내

건강증진과 (☎ 061-339-2128)

가임기 여성 무료 산전검사

임신과 출산 걱정되시죠? 우선
산전검사를 통해 건강을 확…
해보세요!
# 여성 # 결혼 # 임신 # 산전검사 # 출산
# 200여명 # 15~49세

건강증진과 (☎ 061-339-2128)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정책사업 - 결혼,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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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mode=search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category_1=%25EA%25B3%25B5%25EA%25B0%2584&mode=list&start_date=20230131&finish_date=20230207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category_1=%25EC%25A3%25BC%25EA%25B1%25B0&mode=list&start_date=20230131&finish_date=20230207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category_1=%25EA%25B2%25B0%25ED%2598%25BC%252C%25EC%259C%25A1%25EC%2595%2584&mode=list&start_date=20230131&finish_date=20230207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category_1=%25EC%259D%25BC%25EC%259E%2590%25EB%25A6%25AC&mode=list&start_date=20230131&finish_date=20230207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category_1=%25EC%2597%25AD%25EB%259F%2589%25EA%25B0%2595%25ED%2599%2594%252F%25EC%25A7%2580%25EC%259B%2590&mode=list&start_date=20230131&finish_date=20230207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category_1=%25EC%259D%25B8%25EC%259E%25AC%25EC%2596%2591%25EC%2584%25B1%20%25EB%25AC%25B8%25ED%2599%2594%252C%25EC%2598%2588%25EC%2588%25A0&mode=list&start_date=20230131&finish_date=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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