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무중력지대 대방동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Whatever Project(왓에버 프로젝트) 공고문
Whatever Project(왓에버 프로젝트)는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싶은 청년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1. 모집개요
대

상 : 구체적인 미션과 프로젝트 계획을 갖고 있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 커뮤니티

- 내 주변의 일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커뮤니티
-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재밌는 시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 동작구 기반 활동 모임 우대
모집기간 : 2019년 4월 4일(목) ~ 4월 17일(수) 자정까지
지원내용 : 프로젝트 활동비 100만원 지원
(2018년 지원활동 예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 제작 및 배포, 자기이해 워크숍 진행, 남북
청년교류를 위한 행사진행, 카메라를 이용해 일상을 담아내는 프로젝트 진행 등)
지원규모 : 10팀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youthzone2@youthzone.kr로 제출
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 [2019_왓에버_프로젝트]_커뮤니티 명_대표자 이름
* 예시: [2019_왓에버_프로젝트]_무지방_대방이
* 시간이 지나 접수된 지원서는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문의 : 시루 매니저
(Tel : 070-4266-6257, E-mail : geum_siru@youthzone.kr)

2. 선정기준
- 지역성, 활동 계획의 구체화, 지원의 필요성
-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젝트
- 무중력지대 대방동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해, 프로젝트 활동을 많은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커뮤
니티
3. 선정자 의무사항
- OT, 결과 공유회, 월 1회 모임 필참
- 활동 종료일까지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
4. 유의사항
-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향후 일정
1) 모집기간 : 2019년 4월 4일(목) ~ 4월 17일(수) 자정까지
2) 참여기간 : 4월 29일(월) ~ 8월 말까지
번호

구분

1

접수

2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3

2차 면접심사

4

최종 선정자 발표

5

예산 교부

6

예산 사용 안내

7

프로젝트 활동기간

일정

비고

4월 4일(목) ~
4월 17일(수) 자정까지
4월 19일(금) 오후

개별연락
(문자 및 메일, 전화)

4월 23일(화) ~ 4월
24일(수) 오후 1시 이후
4월 25일(목) 오후

홈페이지 공고

4월 29일(월) ~
5월 10일(금)
4월 30일(화) 오후 7시

회계 담당자 참석

4월 29일(월) ~

약 100일

8월 18일(금)

* 예산사용 8월 18일(금)까지

모임 안내
* OT, 마무리 모임에는 커뮤니티 당 2인 이상 참석
* 월 1회 모임에는 커뮤니티 당 1인 이상 참석
OT

4월 29일(월) 오후 7시

8
매월 마지막 주 모임

무중력지대 대방동
지하 1층
커뮤니티 당

5월 ~ 7월

1인 이상 참석해,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7시)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9

마무리 모임

8월 29일(목) 오후 7시

결과 보고서 및

8월 19일(월) ~

정산보고서 제출

8월 25일(일)까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