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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재 조회수23

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 간 교육 중간 지원 조직 ‘미래교육지원센터’ 6월 중 설립 공교육 한

계 극복, 이전공공기관 등 지역 교육자원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목표 전라남도 나주시…
윤병태)가 민선 8기 명품 교육도시 조성 비전 실현을 위해 교육 중간 지원 조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미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을 2차 공개 채용한다. 24일 나..

나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장 채용 재공고 … 6월 1일까지 접수

2023-05-24

이신재 조회수22

문화행복 배달키움 사업 이달부터 본격 추진 이야기 할머니, 전래놀이, 찾아가는 영화관, 시

립예술단 공연 등 다채 전라남도 나주시가 다채로운 문화 시책으로 주민 일상에 소소한…
을 더한다. 나주 역사에 얽힌 옛이야기, 잊혀져 가는 전래놀이, 벽지 마을 영화 상영, 예술단

공연에 이르기까지 나주시에서 양성한 문화 전도사들이 문화 행복 보따리를..

“문화로 행복을 배달합니다” 문화 융성 발로 뛰는 나주시

2023-05-24

이신재 조회수30

11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정기코스, 둘째·넷째주 일요일 ‘힐링’, ‘포토스팟’ 코스 성인 기준

4000원, 문화해설사 동반 주요 관광 명소 탐방 매주 주말 버스 타고 나주시 대표 관광 명소…
둘러볼 수 있는 나주시티투어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나..

‘버스 타고 나주 한바퀴’, 나주시 시티투어 4년 만에 재개 … 3개 코스 구성 ..

2023-05-24

이신재 조회수16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주재 “전 부서장 사업성 예산 리스트 관리, 재

정 집행 실적 인사 평가 반영” 윤병태 나주시장이 올 상반기 부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전체 부서장이 참석한 ..

윤병태 나주시장, “민생경제 침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중요”

2023-05-24

이신재 조회수133

3월 이전공공기관 실무직원 이어 5월 간부 직원 간 간담회 가져 상호 건의 협력 사항 공유, 협

업 네트워크 구축 전라남도 나주시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상생, 협력…
구축을 위한 밀착 대화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6일 나주목사내아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10곳 부사장, 간부·임원들과 상생협력 간담회를..

나주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소통 물꼬 텄다”

2023-05-19

이신재 조회수123

어린이집 냉·난방비, 난임 부부 시술비 이어 진단검사비 30만원 신규 지원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센터, 경로당 중심 통합 돌봄 ‘100세 안심경로당’ 운영 전라남도 나주시가 민선 8기 세…
한 복지 행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에 다가선다. 건강한 보육환경 조

성,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 발달 장애인을 둔 가정, 마을별 치매..

‘아동부터 노인까지’ 나주시, 세심한 신규 복지시책 눈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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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 홍어, 왜 영산포인가? 600년을 이어온 삭힘의 미학

2023.05.02 / 이신재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 탄력’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예타 대상 사업 선정

2023.05.10 / 이신재

‘연간 2만톤 명품 쌀 생산’ … 전국 최대규모 나주시 통합RPC 준공

2023.05.02 /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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