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나누는꿈꾸는커가는 기금 지원사업 공모안내

7. 심사 및 선정
Ÿ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Ÿ

심사기준
- 적극성 : 지원자(팀)의 참여 동기, 참여 주체 등
- 공익성 : 녹지소외지역, 접근성, 공공성(개방형태)

유한킴벌리와 (재)서울그린트러스트는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 지속성 : 참여주체의 역량, 녹화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 평가

나누는 꿈꾸는 커가는 기금(이하 ‘나꿈커기금’)을 통해 도시 곳곳에 녹색공간을 만들고 가꾸는

- 차별성 : 프로젝트의 참신함, 고유함 등

시민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예산타당성 : 녹화 대비 프로그램 비율, 예산계획 활용방안 등
- 캠페인이해 : ‘작은숲모여 더 큰숲으로’ 캠페인 동참(자체적 홍보) 계획

1. 사업명 : 2016 나누는꿈꾸는커가는 기금 지원사업
Ÿ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2. 지원활동 : 정원 조성 프로젝트
Ÿ

지원공간 : ① 서울 내 위치한 면적 20㎡ 이상의 공간 ② 공공성이 보장 된 공간

Ÿ

지원내용 : 꽃, 나무 등의 식재비용, 공간정리 및 꾸미기 비용,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행사 및 프
로그램진행 비용 등 프로젝트 진행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지원

8. 지원자 유의사항
Ÿ

지원제한사유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3. 지원대상
Ÿ

- 지원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이 판명될 경우

정원 조성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꿈꾸고 실현하고 싶은 시민 누구나 (6개팀 지원예정)
Ÿ

4. 지원내용

사업홍보 및 협조의무
- 사업관련 홍보물 제작 시 나꿈커 홍보물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워크숍 때 안내)

Ÿ

프로젝트별 사업비 최대 400만원 (8:2 비율로 2회로 나누어 교부)

- 조성된 정원에는 나꿈커정원 인증물이 설치됩니다.

Ÿ

정원 조성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멘토링

- 사업과정의 기록 및 활동 공유를 위한 현장방문, 인터뷰, 지원자 모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5. 지원일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용

일정

-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성과, 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추후 서울그린트러스트의 관련 사
업의 홍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고

접수기간

3.1(화)~15(화)

온라인접수

심사기간

1차: 3.16(수)~18(금)
2차: 3.21(월)~23(수)

1차 서류, 2차 현장심사

결과발표

3.25(금)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선정자 워크숍

3.31(목)

사업계획발표 및 공유

- 사업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 /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시

4.1(금)

사업계획보완 및 1차지원금 지급(80%)

- 결과보고회에 참여하여 사업결과를 발표하여야 합니다.

중간보고서 제출

6.3(금)

제출 후 2차지원금 지급(20%)

중간보고회

6.17(금)

결과보고서제출
및 사업완료

10.10(월)~19(수)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발표회

10.28(금)

결과공유 및 활동 마무리

Ÿ

보고의무
- 선정팀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나꿈커기금 지원사업의 선정자와 멘토모임, 보고회 등에 참석해
야 합니다.(대표자가 안 될 경우, 대리인 참석)

[문의]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기금배분팀 김경현

6. 신청방법
Ÿ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 제출: fund@greentrust.or.kr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국 기금배분팀)
- 신청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www.greentrust.or.kr)
-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 추가첨부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T. 02-462-7432

E. fund@greentru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