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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린시정 나주소식 공지사항

2021년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안내
2021.02.15 조회수 1984 등록자백민지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의 주인인 청소년이 시설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의식 확대 및 권익증진을 통해 청소년들

의 욕구 및 의견이 실제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개선·반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청소년운영위원을 모집합니다.

□ 운영개요 

○ 근 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주요기능 :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 활동내용 : 정기회의, 모니터링, 교류워크숍, 간담회, 청소년행사 참여 등

□ 모집개요 

○ 지원자격 : 

- 나주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13세~24세)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청소년

○ 모집인원 : 5명(적합대상자가 없을 경우 5명 이하로 뽑을 수 있음)

○ 제출방법 :

-‘청소년운영위원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njyouth9@hanmail.net) 또는 방문 접수

- e메일 접수시 파일명을 본인 이름 하나의 파일로 제출(예: 홍길동.hwp)

○ 모집기간 

- 원서접수 : 2021. 3. 13 (토) 18:00 까지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21. 3. 13(토) 개별연락 

- 면 접 : 2021. 3. 20(토) 14:00 나주시청소년수련관

(※ 사전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방식 결정 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3. 20(토) 개별연락

○ 문 의 처 : 나주시청소년수련관 061) 331-1388

□ 활동 내용 및 혜택

○ 수련관(시설,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정기회의

○ 우수수련시설 탐방 및 교류워크숍

○ 우수청소년 선발 시 우선 추천

○ 청소년수련관장 명의의 위촉장 발급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붙임1 청소년운영위원 지원신청서.hwp (1656 hit/ 42.5 KB)
미리보기

붙임2 개인정보수집동의서.hwp (1685 hit/ 71.0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현장 자원봉사자 모집

다음글

2021년 2월(제1차) 금천면 이장회의 자료 게시

2023년 나주마을대학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모집 안내

(수정) 5월 중 문화예술 관련 행사 일정입니다. 2023년 영산강 인문 아카데미(제3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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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Edt9CnWCz&file_type=all&idx=67744&file=118597%257C118598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67744/118597/%25EB%25B6%2599%25EC%259E%25841%20%25EC%25B2%25AD%25EC%2586%258C%25EB%2585%2584%25EC%259A%25B4%25EC%2598%2581%25EC%259C%2584%25EC%259B%2590%20%25EC%25A7%2580%25EC%259B%2590%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84%259C.hwp?pkey=Edt9CnWCz
http://www.naju.go.kr/Viewer/118597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67744/118598/%25EB%25B6%2599%25EC%259E%25842%20%25EA%25B0%259C%25EC%259D%25B8%25EC%25A0%2595%25EB%25B3%25B4%25EC%2588%2598%25EC%25A7%2591%25EB%258F%2599%25EC%259D%2598%25EC%2584%259C.hwp?pkey=Edt9CnWCz
http://www.naju.go.kr/Viewer/11859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6775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67742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9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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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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