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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에서는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6월 운영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061-242-1911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아래 (신청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여,
*취업,창업특강 프로그램(총1회) 전체 참여 시 구직활동(국민취업지원제도) 1회 인정
*심리상담 프로그램(총3회) 전체 참여 시 구직활동(국민취업지원제도) 2회 인정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1) 6윌 취업특강 : 자기진단 및 취업설계
일시 :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19시~21시 (2시간)
참여대상 : 취업특강을 받고 싶은 모든 구직자 (선착순 15명, 접수마감후 개별연락 예정)
신청링크 : http://forms.gle/eJEW1A8vzQV7g1tQ8
상세내용 
http://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idx=480246&mode=view

2) 6월 창업특강(1) : 창업 선배와의 토크쇼
일시 :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19시~21시 (2시간)
참여대상 : 목포시 및 인근지역의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시민(선착순 15명)
신청링크 : http://naver.me/F1Ik7432
상세내용 
http://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idx=480247&mode=view

3) 6월 창업특강(2) : 초기창업자 창업지원사업
일시 :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19시~21시 (2시간)
참여대상 : 목포시 및 인근지역의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시민(선착순 15명, 
신청링크 : http://naver.me/xH22e72r
상세내용
http://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idx=480248&mode=view

4) 잡(JOB)&문화 클래스
일시 :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19시~21시 (2시간)
참여대상 : 누구나 (선착순 15명, 접수마감후 개별연락 예정)
신청링크 : http://forms.gle/DKjAib6m7b4ynRa1A
상세내용 : https://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idx=480244&mode=view

5) 심리상담프로그램 : 똑똑, 내 마음 잘있니? (총3회)
상시모집, 추후 상담사가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신청링크 : http://naver.me/FwntGXQD
상세내용 
https://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idx=476380&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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