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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2021.10.05 조회수 328 등록자이영우

나주시 공고 2021-1241호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나주시에서는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위

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10. 1.

나 주 시 장

□ 신청기간 : 2021. 10. 1.∼ 10. 20. (20일간)

□ 모집인원 : 3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나주시민 또는 나주시 소재 기관·직장 근무자

※ 제외대상 :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7개 이상 중복 위촉자,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을 연임한 자, 이․통장, 지방세 체납자

□ 임 기 : 2년(2021. 12. 12. ~ 2023. 12. 11.)

□ 역 할 : 시정(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제안, 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 발굴 및 의견 개진 등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339-2808), 우편 신청

○ 방문 : 나주시청 총무과(3층),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우편 : 우)58263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총무과

시민소통위원회 담당자

○ 이메일(E-mail) : lyw6723@korea.kr

※ 방문접수 토·일요일 제외 / 팩스·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2021. 10. 2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활동계획서 1부

○ 직장인 또는 사업장 운영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기타서류 : 신청서상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은 나주시 홈페이지(www.naju.go.kr) 다운로드 가능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선정자 발표 : 2021. 11. 30.까지/ 선정자에 한하여 서면통지

□ 문의사항 : 나주시 총무과 자치분권팀 (☎339-8623)

붙임 :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서식) 1부.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제4기 시민소통위원 공모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hwp (269 hit/ 18.5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2021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다음글

2021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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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sotong/work
http://www.naju.go.kr/sotong/work/notice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wJkct7W5u&file_type=all&idx=75249&file=127557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75249/127557/%25EC%25A0%259C4%25EA%25B8%25B0%20%25EC%258B%259C%25EB%25AF%25BC%25EC%2586%258C%25ED%2586%25B5%25EC%259C%2584%25EC%259B%2590%20%25EA%25B3%25B5%25EB%25AA%25A8%20%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84%259C%20%25EB%25B0%258F%20%25ED%2599%259C%25EB%258F%2599%25EA%25B3%2584%25ED%259A%258D%25EC%2584%259C.hwp?pkey=wJkct7W5u
http://www.naju.go.kr/Viewer/127557
http://www.naju.go.kr/sotong/work/notice
http://www.naju.go.kr/sotong/work/notice?mode=view&idx=76017
http://www.naju.go.kr/sotong/work/notice?mode=view&idx=7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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