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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라남도 귀농어 ·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공모사업 안내(추가모집)
2019.06.04 조회수 519 등록자양은희

전라남도에서는 귀농어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해결 및 따뜻한 공동체 문화확산을 위해 귀농어 ·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치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주민공동체에서는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전라남도 귀농어 ·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공모사업

2. 사업기간 : 2019. 6. ~ 2019. 12.

3. 신청자격 : 도내 활동하는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

  ○ 공동체 구성원 중 귀농어 ·귀촌인(농어촌 전입 10년이내)이 2인이상 반드시 포함

  ○ 거주지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전남이면 참여가능

4. 사  업  량 : 프로그램 운영 12개소 내외, 환경개선 2개소 내외

5.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

    - 공모대상 :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공동체

    - 지원금액 : 10천만원 내외(개소당)

  ○ 환경개선

    - 공모대상 : 기 확보된 공간에 공동체 건물 신축, 개선이 필요한 주민공동체

    - 지원금액 : 60백만원 내외(개소당)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23.(목) ~ 20109. 6. 7.(금)

   ※(당초) 2019. 5. 31.(금) → (변경) 2019. 6. 7.(금)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공동체소개서, 귀농인 증명서류, 사업장 사진등 공간소개서 등

                     증빙서류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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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18:00)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061-339-7812)

붙임  1. �2019년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공모사업� 공고문 1부.  

        2. �2019년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공모사업� 계획 및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2019년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공모사업 공고문.hwp (324 hit/ 18.5

KB) 

미리보기

2019년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공모사업 계획 및 신청서.hwp (341

hit/ 205.5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2019년 전라남도 귀농어 ·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다음글

�귀농·귀촌 체험둥지�입주자 모집 홍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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