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5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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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공간 센터소식

제목15개 총 352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66 공유

�2023년 나주 배꽃 대향연� 배 활용 
음식부스 운영 결과 공유 ○ 일 시..

2023-04-11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년 나주 배꽃 대향연� 배 활

용 음식부스 운영 결과 공유

62 공유

�축제현황 - 축제명 : 2023년 나주 배
꽃 대향연(부제 : 나주 배꽃 ..

2023-04-11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년 나주 배꽃 대향연� 배 활

용 음식부스 운영(4. 8. ~ 4. 9.)

56 공유

�사전교육 - 운영기간 : 2023. 4. 6.(목)
10:00 ~ 13:00..

2023-04-11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년 나주 배꽃 대향연� 배 활

용 음식부스 운영 사전교육

55 공유

�2023년 나주 배꽃 대향연� 배 활용 
음식부스 운영 회의 ○ 일 시:..

2023-04-03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년 나주 배꽃 대향연� 배 활

용 음식부스 운영 회의

65 공유

금천면 제3기 도시재생대학교 수료식 �
일시: 23년 3월 30일(목) 오후 1시..

2023-03-30 도시재생지원센터

금천면 제3기 도시재생대학교 수료

식

68 공유

�나주읍성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3
년도 정기총회� ❍ 일 시 : 2023. 3...

2023-03-29 도시재생지원센터

나주읍성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3년도 정기총회

54 공유

�나주읍성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23
년도 정기총회� ❍ 일 시 : 2023. 3..

2023-03-29 도시재생지원센터

나주읍성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23

년도 정기총회 개최

69 공유

금천면 제3기 도시재생대학교 교육운영 
�일시: 2023년 3월 22일 ~ 30일..

2023-03-28 도시재생지원센터

금천면 제3기 도시재생대학교 교육

운영

53 공유

�제목: 금천면 제3기 도시재생대학교 
선진지견학 �일시: 2023년 3월 24일..

2023-03-28 도시재생지원센터

금천면 제3기 도시재생대학교 선진

지견학

121 공유

금천면 도시재생 sw사업 세부계획 운영
회의 �일시: 2023년 2월 16일(목..

2023-02-16 도시재생지원센터

금천면 도시재생 sw사업 세부계획

운영회의

116 공유

영강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및 마을기업 컨설팅 �일시 : 2023년 2..

2023-02-15 도시재생지원센터

영강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

사회 및 마을기업 컨설팅

96 공유

영강동어울림센터 의정보고회(신정훈의
원 영강, 영산, 이창) �일시: 2023년..

2023-02-10 도시재생지원센터

영강동어울림센터 의정보고회

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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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njursc/news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4907&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4899&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4894&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4595&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4486&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4460&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4458&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3450&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3449&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2125&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2071&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1917&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1 2 3 4 5 6 7 8 9 10

148 공유

금천면 도시재생 주민회의 �일시:
2023년 1월 31일(화) �장소: 금..

2023-01-31 도시재생지원센터

금천면 도시재생 주민회의

226 공유

�일시: 12월 26일 (월) �장소: 금천면
사무소 2층 �대상: 금천면민,..

2022-12-27 도시재생지원센터

금천면 도시재생 사회경제적교육 종

료 및 수료식

193 공유

�일시: 22년 12월 6일 ~ 12월 23일 (1
2회) �장소: 금천면사무..

2022-12-07 도시재생지원센터

금천면 도시재생 사회경제적교육

전체 24페이지

중

페이지로 이

동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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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1647&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90481&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idx=89583&mode=view&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page=2&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page=3&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page=4&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page=5&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page=6&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page=7&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page=8&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page=9&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page=10&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http://www.naju.go.kr/njursc/news/center_news?page=2&start_date=20221120&finish_date=20221127%2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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