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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글쓰기

 > 행사/프로그램 프로그램 후기

제목15개 총 7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250 0 공유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
심리건강을 회복함과 동시에 청년역량

강화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나주시 청년

센터를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홍..

2021-11-04 청년센터관리자

[찾아가는 청년 심리상담소 ]운영…
419 0 공유

예락은 재단사업진행으로 청년들과 함
께 자신들만에 특색있는 공연을 진행…
여 이를 홍보하고 우리의 옛 노래를 기반
으로 이 시대의 이야기를 노래하기위한 
실험 정신으로 결성된 노라라는 그룹이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엔 다..

2020-11-16 성진우

[대관-예락]11월 13일 공연관람…
507 0 공유

평소에 사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지만 
혼자 독학으로 배우다 보니 한계가 있…
다. 이번 청년희망학교를 통해 혼자 배우
기 힘들었던 많은 사진에 대한 기술을 배
우고 싶다. 수업은 아직 3회차이지만 야

간 촬영 등 막연하..

2020-10-08 문하연

[청년희망학교]사진클래스 수업…

442 0 공유

코로나로 인해 첫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
었습니다. 매우 새롭기도 했고 대면에…
해 수업이 늘어지거나 지루하지 않고 자
유롭게 의견조율이 가능한 점에선 더 재
미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수업 

마지막엔 강사님이 골라주..

2020-10-08 임형진

[청년희망학교]토익수업 첫시간

403 0 공유

대금수업 가르쳐주는 강사님이 엄청 친
절하시고 한번씩 대금으로 곡 연주해…

시는데 진심 귀가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 대금 수업 같이 들을사람 구

해욤!!

2020-09-17 강이나

[청년희망학교]대금강의 강사님…
378 0 공유

강사님이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
주십니다. 혼자 특산품 판매에 관하여…
막했는데 혼자 고민하는게 아니라 이끌
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습니다!

!��

2020-09-17 김세종

[청년희망학교]기획마케팅!!강사…

359 0 공유

샌드아트 수업을 들었을때 혼자 남자일
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저말고 남…
인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였어요 다 같이 
들으니 재미있는 수업시간이 될수 있었
던것 같아요!! 강사님도 센터 지기들도 

친절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

2020-09-17 이동욱

[청년희망학교]샌드아트 수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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