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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1 등록자센터지기

신청기간2021-01-18~2021-02-16

교육기간2021-12-31~2021-02-16

교육정원-

1. 개요

가. 사 업 명: 2021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1. 3. ∼ 2021. 10. 

다. 신청자격 

- 나주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19∼39세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모임 또는 청년단체 (1981. 1. 18. ~ 2001. 1. 18.

출생)

※ 모임은 3인 이상으로서 구성된 단체 회원이 아닌 순수한 청년 모임

※ 단체는 5인 이상으로서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말하며, 구성원의 70% 이상 청년

으로 구성된 단체 

라. 총사업비: 10백만 원(민간경상보조)

마. 사업규모: 4개 사업 내외(1백만원 ~ 3백만원 차등 지원)

- 모임: 1백만원 ~ 2백만원 차등 지원

- 단체: 2백만원 ~ 3백만원 차등 지원

바. 지원분야

-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기반 청년문화 발굴 및 활성화(공연/전시/문화행사 등)

- 건강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 청년층 유입을 위한 나주 홍보 프로젝트(관광/음식/숙박 등)

- 청년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및 도심 활력 프로젝트 등

- 그 밖에 우리 지역 청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실현

2. 모집내용

가. 공고기간: 2021. 1. 18. ~ 2. 17.(31일간)

나. 신청접수: 2021. 1. 18. ∼ 2. 17. 18:00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파일은 동시 이메일 제출

- 방 문: 나주시 청년센터(토계길 61, 옛 송월동행정복지센터)

- 이 메 일: nj7987@naver.com 

라. 제출서류

- �서식 1�사업신청서, �서식 2�사업제안서, �서식 3�사업비 집행계획서, �서식 4�모임(단체) 소개서, �서식 5�회원

명단, �서식 6�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 기타 증빙서류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공고문.hwp (374 hit/ 27.5 KB)
미리보기

사업비예산편성기준표.hwp (423 hit/ 55.0 KB)
미리보기

신청서등제출양식.hwp (390 hit/ 33.5 KB)
미리보기

도전지원사업-001.png (327 hit/ 220.4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다음글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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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najuyouth/program
http://www.naju.go.kr/najuyouth/program/guide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aYSkuS3Bc&file_type=all&idx=67305&file=118031%7C118251%7C118252%7C117994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67305/118031/%25EA%25B3%25B5%25EA%25B3%25A0%25EB%25AC%25B8.hwp?pkey=aYSkuS3Bc
http://www.naju.go.kr/Viewer/118031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67305/118251/%25EC%2582%25AC%25EC%2597%2585%25EB%25B9%2584%25EC%2598%2588%25EC%2582%25B0%25ED%258E%25B8%25EC%2584%25B1%25EA%25B8%25B0%25EC%25A4%2580%25ED%2591%259C.hwp?pkey=aYSkuS3Bc
http://www.naju.go.kr/Viewer/118251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67305/118252/%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84%259C%25EB%2593%25B1%25EC%25A0%259C%25EC%25B6%259C%25EC%2596%2591%25EC%258B%259D.hwp?pkey=aYSkuS3Bc
http://www.naju.go.kr/Viewer/118252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67305/117994/%25EB%258F%2584%25EC%25A0%2584%25EC%25A7%2580%25EC%259B%2590%25EC%2582%25AC%25EC%2597%2585-001.png?pkey=aYSkuS3Bc
http://www.naju.go.kr/Viewer/117994
http://www.naju.go.kr/najuyouth/program/guide


이전글

[2021] 청년 희망학교 강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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