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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년 포항시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2023년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신청대상 : 만19세이상 39
세 이하로서 포항시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 -모집인원 : 20
명 -모집기간 : 2023년 5월 17일(수) 까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2023-04-06 00:00: ~ 2023-05-17 00:00:

2023년년 울릉군울릉군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2023년 울릉군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울릉군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자 -모집인원:2
명 -모집기간 : 2023년 5월 17일(수) 까지
노출기간2023-04-06 00:00: ~ 202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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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support/noti_popup_2020
https://www.sunlin.ac.kr/community//notice?idx=75980&mode=view
/support/noti_popup_2020?idx=75829&mode=view
https://www.sunlin.ac.kr/community//notice?idx=75981&mode=view
/support/noti_popup_2020?idx=75828&mode=view


국민참여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 위원위원 모집모집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자세히보기
노출기간2023-03-16 00:00: ~ 2023-04-05 00:00:

2023학년도학년도 신입생신입생 핵심역량진단평가핵심역량진단평가 시행안내시행안내

2023학년도 신입생 핵심역량진단평가 시행안내 대상: 2023학년도
신입생 일시: 2023. 03.06(월) ~ 2023. 03. 24(금) 시행방법:
SALT(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진단 핵심역량진단평가 바로
가기
노출기간2023-03-06 00:00: ~ 2023-03-24 00:00:

신청하고신청하고 장학생장학생 되자되자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2023년 1학기 2차 신청 신청하고 장학생 되자 국가장학금 23년 1학
기 2차 신청기간 '23. 2.2.(목) 9시 ~ 3. 15.(수) 18시 자세히보기
노출기간2023-01-01 00:00: ~ 2023-03-15 00:00:

https://www.sunlin.ac.kr/community//notice?idx=75726&mode=view
/support/noti_popup_2020?idx=75727&mode=view
https://stims.sunlin.ac.kr/main.do
/support/noti_popup_2020?idx=75635&mode=view
https://www.sunlin.ac.kr/images/popup/pop_link_230203.jpg
/support/noti_popup_2020?idx=75407&mode=view


2022학년도학년도 동계동계 방학방학 단축근무단축근무 안내안내
2022학년도 동계 방학 단축근무 안내 2022학년도 동계 방학기간중
단축 근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노출기간2022-12-26 00:00: ~ 2023-02-24 00:00:

뷰티디자인과뷰티디자인과 샵운영샵운영

뷰티디자인과 샵운영 -피부관리숍 -네일숍 -속눈썹 펌&타투 -(주)약
손명가 산업체 인사초청 골기테라피 특별관리 [기간]9월20일(화) 10
시~4시 / 9월21(수) 10시~4시 [예약문의]뷰티디자인과 학과 사무
실 054)260-5502
노출기간2022-09-19 00:00: ~ 2022-09-21 00:00:

22년년 1학기학기 1차국가장학금차국가장학금 신청신청
22년 1학기 1차국가장학금 신청히세요 21.22.24(수)~12.30(목)
노출기간2021-11-25 00:00: ~ 2021-12-30 00:00:

/community/notice?idx=75202&mode=view
/support/noti_popup_2020?idx=75205&mode=view
https://beauty.sunlin.ac.kr/?main=true
/support/noti_popup_2020?idx=74311&mode=view
/support/noti_popup_2020?idx=72167&mode=view


피싱피싱 모의체험모의체험

경북경찰청과 함께하는 피싱 모의체험 피싱모의체험하고 피싱 예방
하고! 피싱 예방하고 커피쿠폰 받고! 이벤트 기간 2021년 10월 8일
10월 21일 ※ 이벤트 당첨자 발표 21년 10월 25일 경북경찰청 페이
스북, 체험관 팝업창 게시 예정 모의체험관 바로가기
노출기간2021-06-05 00:00: ~ 2021-10-21 00:00:

2021학년도학년도 재학생재학생 대상대상 대학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대학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실시실시..
2021학년도 재학생 대상 대학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실시 ■ 2021
년 10월 07일(목) ~ 10월 25일(월) ■ 온라인 및 모바일
https://www.onsurvey.kr/2021/09/20210927_10A/S.asp ■
설문 완료 후 HOPE-edu 포인트 70점 자동 부여 
노출기간2021-09-04 00:00: ~ 2021-10-25 00:00:

선린대선린대 sns 신입생신입생 이벤트이벤트

선린대 sns 신입생 이벤트
노출기간2021-09-29 00:00: ~ 2021-10-26 00:00:

https://gbpolice-preventphishing.kr/
/support/noti_popup_2020?idx=71816&mode=view
https://www.sunlin.ac.kr/community/notice?idx=71719&mode=view
/support/noti_popup_2020?idx=71724&mode=view
https://www.instagram.com/accounts/login/
/support/noti_popup_2020?idx=71562&mode=view


헌혈참여안내헌혈참여안내

헌혈참여안내
노출기간2021-09-02 00:00: ~ 2021-12-30 00:00: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신청 2차차 신청신청
국가장학금으로 자신감이 활활 2학기가 든든 '21.8.17.(화) ~
'21.9.16(목) #1차 신청 놓친 재학생도 신청가능
노출기간2021-08-30 00:00: ~ 2021-09-16 00:00: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밀착케옳 어깨 펴고 당당히 국민취업
지원제도 자세히보기
노출기간2021-08-23 00:00: ~ 2021-12-30 00:00:

https://www.sunlin.ac.kr/community/notice?idx=71091&mode=view
/support/noti_popup_2020?idx=71240&mode=view
/support/noti_popup_2020?idx=71182&mode=view
https://www.sunlin.ac.kr/community/employment?mode=view&idx=71069
/support/noti_popup_2020?idx=71071&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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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계방학기간하계방학기간 근무시간근무시간 조정을조정을 안내안내 드립니다드립니다,
하계 방학기간 근무시간 조정을 안내 드립니다. 기 간 : 2021년 7월
26일(월) ~ 2021년 8월 13일(금) 시 간 현행 : 09:00 ~ 18:00 (점
심시간 12:00 ~ 13:00) 변경 : 09: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2시간 단축
노출기간2021-07-21 00:00: ~ 202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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