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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도 내용

2023. 1.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 좋은정책상 수상

2022

년도 내용

2022.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선정

2022.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컨소시엄 사업 선정

2022. 5. �지속가능한 생태교육도시 전남� 육성을 위한 공통 업무협약

2022. 5. 나주시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2022. 10. 제19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수상

2022. 10. 평생학습바우처 설명회 개최

2022. 12. 평생교육 평가,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2021

년도 내용

2021.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선정

2021. 7.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10.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특별상’ 수상

2021. 11. 평생학습 강사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1. 12. 전라남도 평생학습평가 ‘우수상’ 수상

2020

년도 내용

2020. 1. 제4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2020.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선정      

2020.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선정

2020. 6. 나주시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2020. 6.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학 18개 기관 공동 협약 체결

2020. 6. 전라남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선정

2020. 8. ~ 12.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획 프로그램 운영

2020. 12.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및 심포지엄 개최

2019

 > 평생학습 도시 나주 연혁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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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edu/introduce
http://www.naju.go.kr/edu/introduce/history


년도 내용

2019. 1. 제3기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2019. 3.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2019.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 선정

2019. 5.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업무 협약

2019. 8. 노사발전재단 업무 협약

2019.10. 제3회 나주시평생학습축제 개최

2019.10. 2019년~2023년 나주시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년도 내용

2018

년도 내용

2018. 01. 제2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2018. 02.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2018. 04. 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2018. 05. 나주시 평생교육사 직무 연수

2018. 11. 제2회 나주시 평생학습 축제 개최

2018. 12. 제2회 나주시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

2017

년도 내용

2017. 01. 평생교육사 2급 양성과정 운영

2017. 02.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

2017. 04. 신규 평생학습도시 공모 사업계획서 수립

2017. 05. 평생학습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2017. 09. 제1회 나주시 평생학습정보방 운영 계획 수립

2017. 10. 제1회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2017. 11.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2017. 12.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

2016

년도 내용

2016. 01. 2016~2018 나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16. 03.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계획 수립

2016. 03. 나주시 평생교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채택(나주시의회)

2016. 04. 2016년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교육DB구축) 선정

2016. 06. 2016년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2016. 09.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 기관 협약(2개기관)

2016. 11. 나주시 평생교육DB구축 완료

2016. 12.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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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도 내용

2015. 01. 평생교육 전담팀 신설(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2015. 05.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15. 11. 나주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회의

2015. 11.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2008

년도 내용

2008. 01.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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