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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과 나눔 센터활동

제목15개 총 437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5 공유

5.23.(화) 19:00 센터에서 4기 공익활동
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05-24 공익관리자

4기 공익활동가 5월 회의

7 공유

나주지역 내 공동체들 간의 연계망을 구
축하고 인적 자원의 교류를 도모하고…
공동체 대화모임 TF팀을 구성하고 5월 9
일(화)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남 마

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님과 직
원분들도 함께하여..

2023-05-24 공익관리자

공동체 대화모임 1차

7 공유

❍ 제 목 : 웃음치료사 양성 ❍ 일 시 202
3. 5. 19.(금) 13:00 ~ 18:00 2023. 5. …
0.(토) 10:00 ~ 13:00 ❍ 장 소 : 나주시

공익활동..
2023-05-24 공익관리자

웃음치료사 양성 교육

5 공유

교육분과에서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
들기 사업 신규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아가는 마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마을경관개선 사업으로 연 500만원
이 지원되는 사업에 마을을 좀더 예쁘고 

깨끗하게 꾸밀수 있도록 마을 ..

2023-05-24 공익관리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찾아가는 마을컨설팅

5 공유

❍ 제 목 : 공익활동 학습동아리 2차 현
장학습(5월) ❍ 일 시 : 2023. 5. 15.(월…
17:00 ~ 19:00 ❍ 장 소 : 느러지 전망대,

우습제 생태공원, 지석묘군, 금사정 ..
2023-05-24 공익관리자

함께 성장하는 공익활동 학습동아리 2차

7 공유

5월15일(월) 19:00, 5월19일(금) 13:00
문화분과와 대실마을 주민분들이 함…
하는 전통놀이(벼슬놀이) 및 공예(석고
방향제, 양말목만들기) 시연과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05-22 공익관리자

공익활동가 문화분과활동

36 공유

2023년 4월 17일 월요일에 공익활동 학
습동아리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전남…
화관광해설사 이화님을 전문강사로 섭

외하여 나주 역사 기본 알기 관련 워크숍
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자발적 

나주 알기를 통한 ..

2023-04-27 공익관리자

함께 성장하는 공익활동 학습동아리

23 공유

2023년 4월 18일 화요일에 이경화(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
강사를 초빙하여 공익활동가 교육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2차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을공모사업 컨설팅 방

향,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2023-04-27 공익관리자

공익활동가 교육분과 2차 역량강…
55 공유

23년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사
업 협약식 및 회계교육이 지난 21일…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16개의 공동체
에서 25분이 참여하시고 단체소개로 서
로 인사도 나누고 활동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04-26 공익관리자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

30 공유

5기 공익활동봉사단 '퐁당' 이 4월 8일 
토요일 10시에 송월동 장애인연합회…

에서 송월동 주민 15여명을 대상으로 네
일아트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3-04-25 공익관리자

5기 공익활동봉사단 '퐁당'

44 공유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19시에 공익
활동가 문화분화회의가 진행되었습…
. 문화분화[나주문화이음공동체] 회의가
'원주민과 이주민의 문화동행(도농복합)

'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04-25 공익관리자

공익활동가 문화분과회의

86 공유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사업 사
전컨설팅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
간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전컨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3-03-28 공익관리자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

센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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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유

3월 21일 화요일에 교육분과 회의가 진
행되었습니다. 교육분과 마을의제발…
과 마을문제해결을 위해 4월 중 교육을 

통해 교육분과위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5
월 봉황면 선동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

는 마을컨설팅을 진행..

2023-03-28 공익관리자

교육분과 회의

102 공유

공익활동가 문화분과 3차 회의가 3월
13일 월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바쁘…
와중에도 공익활동가 문화분과 위원 7분
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문화분과 3차 회

의는 문화분과 활동 '도농이음 문화동행'
프로그램 진행에 대..

2023-03-21 공익관리자

공익활동가 문화분과 3차 회의

125 공유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사업 사
전설명회가 3회차 진행되었습니다. 1차…
- 일시 : 3. 2.(목) 10:00 ~ 11:00 - 참석

: 40명 2차 - 일시 : 3.2.(목) 19:00 ~ 20.
.

2023-03-09 공익관리자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

전체 30페이지

중

페이지로 이

동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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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gongik/communication/activity?page=2&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gongik/communication/activity?page=3&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gongik/communication/activity?page=4&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gongik/communication/activity?page=5&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gongik/communication/activity?page=6&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gongik/communication/activity?page=7&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gongik/communication/activity?page=8&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gongik/communication/activity?page=9&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gongik/communication/activity?page=10&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http://www.naju.go.kr/gongik/communication/activity?page=2&start_date=20230518&finish_date=20230525



	목차
	센터활동
	4기 공익활동가 5월 회의 새로운글
	공동체 대화모임 1차 새로운글
	웃음치료사 양성 교육 새로운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찾아가는 마을컨설팅 새로운글
	함께 성장하는 공익활동 학습동아리 2차 새로운글
	공익활동가 문화분과활동
	함께 성장하는 공익활동 학습동아리
	공익활동가 교육분과 2차 역량강화 교육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사업 협약식 및 회계교육
	5기 공익활동봉사단 '퐁당'
	공익활동가 문화분과회의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사업 사전컨설팅
	교육분과 회의
	공익활동가 문화분과 3차 회의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사업 사전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