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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접수기간

2022. 12. 1.(목) � 12. 16.(금)

모집인원

75명 이내(임기 : 2023. 1. 1. ~ 2024. 12. 31. / 2년)

공개모집 : 28명 이내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 26명 이내

읍면동 1명 추천, 단 주민 수가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추가 추천 가능

[인구 5,000명 이상(10월 말 기준) : 남평읍, 송월동, 성북동, 빛가람동]

시민‧사회‧직능단체, 그 밖의 기관 추천 : 21명 이내

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명 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명 이상인 기업체 및 기관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

단, 한 분야에서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 가능

선정기준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참여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연령, 성별, 지역, 경력 등을 고려. 장애인·청년층 등 우대

신청서식

하단 서식 참조(시청 기획예산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제출서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추천서(시민,사회,직능,기관단체,주민자치위원 대상)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queenjkh@korea.kr)

공개모집 :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E-mail(queenjkh@korea.kr)

방문, E-mail : 2022. 12. 16. 18:00한 도착분

우편 신청 : 2022. 12. 16. 18:00한 소인 날인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 주소지 읍면동 신청

시민‧사회‧직능단체, 그 밖의 기관 추천 : 소속 기관장 추천서(직인 날인 후) 첨부 신청

주민참여예산제란? 운영계획 주민참여이모저모 시민위원공모(선택됨)

주민제안서

 >  >  > 정보공개 예산살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위원공모시민위원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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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www/open_data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complicity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info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plan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community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complicity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board


활동내용

주민 의견 검토 및 예산편성에 반영할 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 등에 관한 의견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예산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061-339-8246

가입신청서 hwp다운로드  위원추천서 hwp다운로드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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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contents/1257/membership_application_221130.hwp
http://www.naju.go.kr/contents/1257/recommendation_2211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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