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5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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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정책사업 - 청년농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청년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도시민 유치를 위한 각종프로그램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영농승계 청년들의 창업컨설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과 육성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체류형 농업창업 실습포장 운영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도시에서 나주로 귀농오시는 분들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만 65세 이하는 모두 가능합니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만 65세 이하는 모두 가능합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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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청년~ 일자리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서 눌러요!!
농업경영체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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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 청년정책 정책사업

제목5개 총 9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도시민 유치를 위한 각종프로
그램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 귀농 # 귀촌 # 박람회 # 교육 및 프로
그램 # 멘토링 지원 # 한마음 대회

농촌진흥과 (☎ 061-339-7812)

청년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
업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과 육성자금을 대출해 드립…
다.
#독립경영 3년이하 # 영농정착지원 #
후계농업인육성 # 만40세미만

농업진흥과 (☎ 061-339-7432)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영농승계 청년들의 창업컨설
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 귀농 # 경연컨설팅 # 가업승계 # 만40
세미만 # 신기술 경험 # 기술교육

농촌진흥과 (☎ 061-339-7813)

체류형 농업창업 실습포장 운
영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만
65세 이하는 모두 가능합니…
다!!
# 귀농 # 실습포장 # 안정정 정착지원 #
체험둥지 # 맞춤형 교육

농촌진흥과 (☎ 061-339-781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도시에서 나주로 귀농오시는
분들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하…
요!!
# 귀농 # 경종분야 # 축산분야 # 농업경
영 # 가공분야 # 농업경영체

농촌진흥과 (☎ 061-339-781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
원사업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만
65세 이하는 모두 가능합니…
다!!
# 귀농 # 기술교육 # 경영컨설팅 # 만65
세이하 # 농업창업 # 주택구입

농촌진흥과 (☎ 061-339-7812)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귀농에 대해 알고 싶나요? 궁금
하세요?? 그럼 어서 확인 해…
요!!
# 귀농 # 5년 이내의 농업경영체 # 만40
세미만 # 현장실습 # 교육훈련

농촌진흥과 (☎ 061-339-7815)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농촌청년~ 일자리 필요하지 않
아요?? 지금, 어서 눌러요!!

# 농업 # 일자리 지원 # 농기계 # 만
18~40세 # 임대사업소

농촌진흥과 (☎ 061-339-7442)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농업경영체에게 시설자금과 운
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농업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만
18~40세 # 농업경영체

농업정책과 (☎ 061-33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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