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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증명사진 비용지원(사업종료)
2022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이력서 증명사진 비용지원 2022. 09. 01.(목) 예산소진시까지

노출기간 : 2022-08-01 ~ 2022-11-21

URL : https://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

idx=502865&search_type=title&search_word=%EC%A6%9D%EB%AA%85%EC%82%AC%EC%A7%84&mode=view

낭만목포 북살롱
2023년 4회차 낭만목포 북살롱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5-02 ~ 2023-05-25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mode=view&idx=512443

일상 속 환경 이야기
제로웨이스트의 삶!!! 일상 속 환경 이야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 

노출기간 : 2023-05-01 ~ 2023-05-23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12411&mode=view

5월 취업특강
5월 취업특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히보기 목포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

노출기간 : 2023-04-26 ~ 2023-05-18

URL : https://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12837&mode=view

유튜브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
유튜브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 모집기간 : 2023. 4. 24.(월) ~ 5. 16.(화) 개강 : 2023. 5. 18 목요

일 오후 7시~(4주간 진행) 장소 : 센터 세미나실 영사 촬영과 편집에 관심 있는 참여자를 모집합니

다! 문의 : 061-242-1911 신청은 QR로 가능

노출기간 : 2023-04-01 ~ 2023-05-07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12063&mode=view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현직자 멘토링 특강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현직자 멘토링 특강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을 모집합니다. 관

심 있으신분들 모두 모이세요!! 목포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4-01 ~ 2023-05-25

URL : https://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mode=view&idx=512838

신중년 취업 아카데미
신중년 취업 아카데미 -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 신중년 내일센터 대상 : 40대 ~ 60대 참여

자 일시 : 5월 15일, 22일 10:00~12:00(2시간)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4-01 ~ 2023-05-22

팝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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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center/support
/youthcenter/support/popup
https://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02865&search_type=title&search_word=%EC%A6%9D%EB%AA%85%EC%82%AC%EC%A7%84&mode=view
/youthcenter/support/popup?idx=502875&mode=view
/youthcenter/community/notice?mode=view&idx=512443
/youthcenter/support/popup?idx=512449&mode=view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12411&mode=view
/youthcenter/support/popup?idx=512448&mode=view
https://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12837&mode=view
/youthcenter/support/popup?idx=512189&mode=view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12063&mode=view
/youthcenter/support/popup?idx=512127&mode=view
https://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mode=view&idx=512838
/youthcenter/support/popup?idx=512126&mode=view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12109&mode=view
/youthcenter/support/popup?idx=512125&mode=view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12109&mode=view

나, 컨설팅 받고싶나?
나, 컨설팅 받고싶나? 취업&amp;창업 1:1 컨설팅이 필요한 목포지역 시민을 모집합니다:) 오예!!

상시모집한데 목포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3-03 ~ 2023-12-31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09779&mode=view

4월 신중년 취업 아카데미
[목포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4월 신중년 취업 아카데미 -4월 10일 이며원 신중년의 좋은 일자리

찾는 법 -4월 17일 성예종 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인생 만들기 -4월 24일 이명원 DISC로 알아보는

직업 적성 찾기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3-23 ~ 2023-04-24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mode=view&idx=510801

내마음 토닥토닥(접수마감)
지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내마음 토닥토닥 -신청기간 : 2023.3.

~ 예산 소진시까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3-03 ~ 2023-05-09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09976&mode=view

이력서 증명사진 비용지원
이력서 증명사진 비용지원 2023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3-02 ~ 2023-12-31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09781&mode=view

3월 현직자 멘토링 특강
3월 현직자 멘토링 특강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전라남도 관광재단 전유미 차장 목포시 청년

일자리통합센터 일시: 3.15(수) 15:00~17:00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1-30 ~ 2023-03-15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09792&mode=view

취창업특강
취창업특강 3월 21일(화) 14:00 ~ 16:00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의 이해 일시 : 3월 21일(화) 14:00

~ 16:00

노출기간 : 2023-02-03 ~ 2023-03-21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09436&mode=view

청년 면접 정장 대여비 지원 사업 안내
목포시에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정장 대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날개를 달다 2월 1일 이후 면접

부터 가능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2-01 ~ 2023-12-31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mode=view&idx=5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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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응시료 비용지원 사업 안내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사업 목포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구직자 및 취업희망 졸업예정자 자세히

보기

노출기간 : 2023-02-01 ~ 2023-12-31

URL : /youthcenter/community/notice?idx=508633&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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