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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 일자리통합센터(8월 운영프로그램 안내)

작성일 2021.08.03 16:09 등록자 이가은 조회수 561

 ★ 개인정보 동의서.hwp 156 hit/ 15.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컨설팅 신청서hwp.hwp 152 hit/ 14.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면접 정장 대여 및 헤어메이크업 비용지원 참여자 … 224 hit/ 808.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개인정보 동의서.hwp 150 hit/ 15.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컨설팅 신청서hwp.hwp 160 hit/ 14.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초기창업자 컨설팅 지원 포스터.jpg 145 hit/ 215.8 KB 다운로드

 금융특강 포스터.jpg 151 hit/ 289.6 KB 다운로드

 면접 정장 대여 및 헤어메이크업 비용지원 포스터.jpg 156 hit/ 236.9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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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에서는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8월 운영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061-242-1911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1)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초기창업자 컨설팅 지원 (~11월까지 운영)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에서는 7월부터 창업자의 창업 초기 시행착오 및 추진 중의 애로사항을 컨설턴트를 통해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 이후, 마케팅, 상품개발, 회계, 판로개척 등에 컨설팅이 필요한 초기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1. 7. ~ 11.
○ 신청자격 : 창업 후, 3년 이내 목포시 및 인근 거주 초기창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 및 인근 지역인 기업
○ 신청방법 :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센터 이메일(mpcj1911@naver.com)으로 제출

2)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청년금융특강 참여자 모집!

- 일 시 :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19시~21시 (2시간)
- 참여대상 : 목포시 및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선착순 10명, 접수마감 후 개별연락 예정)
- 신청문의 :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061-242-1911)
- 신청방법 : http://naver.me/x35Zf4C3 (링크 클릭 후 폼 작성)

3)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면접정장 대여 및 헤어메이크업 비용지원 (~11월까지 운영)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에서는 7월부터 목포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면접 정장 대여 및 헤어메이크업 비용을 지원
합니다. 1인 최대 2회(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면접을 앞둔 목포시 청년 구직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1. 7. ~ 11.
○ 신청자격 : 만18세 ~ 39세 이하 목포시 거주 청년
○ 내 용 : 정장대여비 및 헤어메이크업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첨부되어 있는 참여자 안내사항 및 서식 일체 파일 확인 후, 제출

4)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청년 취·창업 컨설팅 지원 (~11월까지 운영)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에서는 7월부터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있어 궁금한 사항을 컨설턴트를 통해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
다. 지역에서 취·창업 활동을 하며 궁금하고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싶은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1. 7. ~ 11.
○ 신청자격 : 지역에서 취·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만 18세 ~ 39세 청년
○ 신청방법 : 첨부되어있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센터 이메일(mpcj1911@naver.com)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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