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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린시정 나주소식 공지사항

2023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알림
2023.03.14 조회수 448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

제

전라남도 공고 제2023-326호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 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2023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참여자격 및 지원내용

가. 참여자격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마을기업 입문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

*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사전 교육 이수, 마을기업 4대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모두 충족

-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

- 개소당 20백만원 지원,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지원

2. 신청기간 : 2023. 3. 13.(월) ~ 3. 28.(화) 18:00 까지

3. 신청방법 :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주시 배멧3길 19-3, 엠제이빌딩 4층)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

4.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심사기준: 공동체성(3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 사업계획의 적정성(10), 가점(3)

5. 심사 및 선정 : 5월 말 ~ 6월 중 

6. 기타 문의사항

-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1-339-2637~8)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61-285-7180~3)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061-286-503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붙임]2023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공고문.hwp (236 hit/ 15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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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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et5UKrG&file_type=all&idx=92923&file=14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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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Viewer/14618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2950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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