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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 전체

공간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지원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
청년센터 운영

이제 막 졸업해서 일자리 구하시기 힘드시죠? 일자리 센터는 어떠세요?
나주시의 청년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나주시 역량강화 및 문화 지원, 커뮤니티에 대해 궁금하다면?
주거

나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나주시 취업자 주거비 지원

나주 취업 후 주거비가 걱정되세요? 그럼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결혼 후 주거비는? 나주시가 임대주택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후, 대출 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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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근로 청년 목돈 만들기!!! 3년동안 적립금의 2배 적금 통장입니다.
도내의 우수한 일자리기업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합니다.
전남에선 분기별로 근속 장려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역량강화/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나주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나주학사(공공기숙사) 운영

관내출신 수도권소재 대학생들에게 공공기숙사를 제공합니다!
임산부의 영양UP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합니다!!
신혼부부의 결혼, 나주시가 축하합니다. 얼마? 200만원!!
인재양성 문화,예술

청년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에너지밸리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나주시가 움직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을 통해 아동⋅청년! 모두의 꿈을 키웁시다!
청년들의 맞춤형 양성과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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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 청년정책 정책사업

제목5개 총 39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공간 더보기+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지원

이제 막 졸업해서 일자리 구하
시기 힘드시죠? 일자리 센터…
어떠세요?
#취업지원 # 일자리 # 대학생 # 진로지
도 # 멘토링 # 네트워킹

일자리경제과 (☎ 061-339-8313)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

나주시의 청년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취업상담 # 일자리지원 # 청년일자리 #
취업 # 멘토링 # 기업연계

일자리경제과 (☎ 061-339-8313)

청년센터 운영

나주시 역량강화 및 문화 지원,
커뮤니티에 대해 궁금하다면?

#나주시 # 청년들의 공간 # 청년통합플
랫폼 # 나주시청년센터 # 가온마당

나주시 청년센터(☎ 061-333(332)-
7987)

주거 더보기+

나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
거비 지원

결혼 후 주거비는? 나주시가 임
대주택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50세 미만 # 중위소득100%이하 # 중
위소득150%이하 # 무주택 # 신혼부부…
# 월12~15만원

건축허가과 (☎ 061-339-7241)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
과 후, 대출 이자를 지원해 드…
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구입 # 이자
지원 # 신규 주택 구입가구

기획예산실 (☎ 061-339-7892)

나주시 취업자 주거비 지원

나주 취업 후 주거비가 걱정되
세요? 그럼 지금 당장 신청하…
요!!
#중소기업 # 청년 # 노동자 # 사업자 #
주거비 # 중위소득 150% # 월 10만원 …
최대 1년

기획예산실 (☎ 061-339-7892)

결혼,육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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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더보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근로 청년 목돈 만들기!!! 3년동
안 적립금의 2배 적금 통장입…
다.
#청년 # 근로 # 근로 청년 # 만18~39세
# 3년 # 매월10만원 # 2배

기획예산실 (☎ 061-339-7893)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
업

전남에선 분기별로 근속 장려
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전남 # 근속 # 만18~39세 이하 청년 #
5~300인 중소기업 # 장려금지원

일자리경제과 (☎ 061-339-8314)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도내의 우수한 일자리기업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합니…
다.
#도내 2년이상 기업 # 증가율 5% # 고
용환경개선 # 인증서 # 인증패

일자리경제과 (☎ 061-339-8312)

정책사업 - 전체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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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category_1=%25EC%25B2%25AD%25EB%2585%2584%25EB%2586%258D%25EC%2597%2585%25EC%259D%25B8&mode=list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mode=list&category_1=%EA%B3%B5%EA%B0%84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mode=list&category_1=%EC%A3%BC%EA%B1%B0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mode=list&category_1=%EA%B2%B0%ED%98%BC,%EC%9C%A1%EC%95%84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mode=list&category_1=%EC%9D%BC%EC%9E%90%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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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061-339-8314)

역량강화/지원 더보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
범사업

임산부의 영양UP을 위하여 친
환경 농산물을 제공합니다!!

# 임신 # 출산 # 영양UP # 나주시보건
소 # 2020년 신규사업

먹거리계획과 (☎ 061-339-7417)

나주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신혼부부의 결혼, 나주시가 축
하합니다. 얼마? 200만원!!

#혼인신고 1년 이내 # 만49세 이하 # 나
주시 # 결혼장려금

기획예산실 (☎ 061-339-7893)

나주학사(공공기숙사) 운영

관내출신 수도권소재 대학생들
에게 공공기숙사를 제공합니…
다!
#서울시 강서구 # 나주학사 # 공공기숙
사 # 신입생 # 재학생 # 대학생 # 네트워…
킹

교육지원과 (☎ 061-339-4693)

인재양성 문화,예술 더보기+

청년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나주시가 움직…
니다.
# 문화⋅예술 # 나주시 # 무료대관 # 홍보
비 지원 # 청년예술가

문화예술과 (☎ 061-339-4623)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꿈사다리 공부방을 통해 아동⋅
청년! 모두의 꿈을 키웁시다!

# 지역아동센터 # 청년 # 학습 선생님 #
아동들과 활동

주민생활지원과 (☎ 061-339-2545)

에너지밸리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청년들의 맞춤형 양성과정을
진행합니다!

# 전산세무회계 # 전기기능사 # 신재생
에너지 # 설비기능사 # 일자리교육

일자리경제과 (☎ 061-339-8314)

청년농업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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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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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mode=list&category_1=%EC%97%AD%EB%9F%89%EA%B0%95%ED%99%94/%EC%A7%80%EC%9B%90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mode=list&category_1=%EC%9D%B8%EC%9E%AC%EC%96%91%EC%84%B1%20%EB%AC%B8%ED%99%94,%EC%98%88%EC%88%A0
http://www.naju.go.kr/najuyouth/policy/business?mode=list&category_1=%EC%B2%AD%EB%85%84%EB%86%8D%EC%97%85%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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