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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안내

이벤트-홀
· 이벤트, 문화공연 등 다기능 복합공간
청춘쉼터
· 청년들의 재충전 휴식/힐링 공간
·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셀프카페
· VR체험방, 단체보드게임 등 놀이/어울림 공간
미팅-룸
· 내부회의, 간담회, 커뮤니티 회의 장소
세미나실
· 강연, 특강, 취/창업 교육 공간
창업연구소
· 창업팀, 동아리 활동
(아이디어 공유하고 생각을 나눔) 협업 공간
정보검색
· 취/창업 관련 서적, 잡지, 정보물, 기사 등
on/off 라인 정보 보관 및 탐색 공간
1인창업실
· 개인 창업/창직 보육실, 개인 학습 공간
일자리상담실
· 1:1 심층 맞춤형 취업상담, 창업 컨설팅
· 프레디저 프로그램, 진로 컨설팅 등 진행

이용안내

운영시간
월, 토요일 09:00 ~ 18:00
화~금요일 09:00 ~ 21:00
※ 일요일 ·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오시는길
대중교통(목포역-근대역사관 가는길 500m이내)
버스 정차
일반 : 1-2, 2, 10, 13, 60번
좌석 : 200, 500, 1000번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목포시 해안로 237번길 33(복만동) 2층
TEL. 061)242-1911 FAX. 061)242-1912

청년이 당당한 목포! 청년을 응원합니다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사업안내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조성된 기관입니다.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구인구직 정보제공 구인기업 및 청년 상담 구인구직 만남의 날 미니채용박람회
취·창업 지원
진로적성검사 취창업 컨설팅 창업캠프 청년 진로 역량강화
문화 및 소통
지역 밀착형 교육, 청춘토크쇼, 축제 연계 이벤트 행사, 청년 포럼

2020년 사업추진계획
상설운영(5개) - 잡클리닉(일자리 1:1상담), 진로적성 검사 및 취·창업 컨설팅, 공동창업공간 제공 및 연구소 운영, 청춘놀이터(VR체험, 
셀프카페, 쉼터), 취/창업 관련 서적, 정보검색 공간제공 추진일정 연 중
창업교육(3개) -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교육 추진일정 5~6월, 관광 유튜버 양성교육 추진일정 5~6월, 소상공 예비창업자 우수지역 현장
체험 추진일정 8월
행사 및 프로그램(6개) - 청년 포럼(세미나) 추진일정 9월, 구인구직만남의 날 추진일정 10월, 미니 채용 박람회(지역기업 연계) 추진일(http://www.mokpo.go.kr)



행사 및 프로그램(6개) - 청년 포럼(세미나) 추진일정 9월, 구인구직만남의 날 추진일정 10월, 미니 채용 박람회(지역기업 연계) 추진일
정 11월, 예비창업자 창업캠프 추진일정 8월, CAP+프로그램(청년직업지도) 추진일정 5~6월, allA 프로그램(청년진로역량강화) 추진일
정 5~6월
이벤트(3개) - 청춘 토크쇼(기업 인사담당자 초빙 등) 추진일정 4월/10월, 창업경연대회(비즈쿨 오디션) 추진일정 4월, 축제연계 이벤트
의 날 추진일정 4월/10월
※ 사업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청년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목포시 청년들 모여라!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역량강화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대공개!

창업지원 청년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목포시 청년들 모여라!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목포시 청년들에게 지원사업 및 창업정보 연계

공간대관 청년 활동을 응원하는 무료 공간대관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대관 확인!
대관 예약 시 알아두기
- 대관 이용대산은 만 18세~39세 이하 청년
-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힐링 스페이스
# 청춘 쉼터
# 셀프 카페
# 청춘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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