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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

2021년 01월

상가활성화 기반구축(공중조명)사업 착공

상가활성화 기반구축(미디어)사업 착공

나주천나들이길 경관개선사업 착공

2020년 12월

나주천나들이길 조성(정원)사업 착공

천년고도 천년삶터(휴게정원) 착공

상가활성화 기반구축(게이트)사업 준공

2020년 11월 나주읍성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2020년 10월 상가활성화 기반구축(게이트)사업 착공

2020년 07월
나주읍성 고샅길(흙돌담) 조성공사 준공

사매기길, 금성관길 특화가로 조성공사 착공

2020년 04월 나주읍성 집수리지원사업 준공

2019년 12월 집수리지원사업 담장공사 준공

2019년 11월 나주읍성코어센터(1동) 조성공사 준공 및 개관

2019년 09월 나주읍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06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 체결(나주시 ⇔ 광주문화방송�)

2019년 04월 재활용품 정거장 설치공사 준공

2018년 10월 나주읍성코어센터(정미소) 부지매입 완료

2018년 07월
나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나주시의회)

2017년 12월 나주읍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전라남도)

2017년 6월
나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승인(전라남도)

나주읍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

2016년 12월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 확정

2016년 10월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2015년 12월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 신청

2015년 2월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재구성

2014년 11월 나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영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 06월 영강동 어울림센터 개소식

2021년 05월

역전마을 문화쉼터 조성공사 준공

영강동 어울림센터 건축물 사용 승인

나주로 영강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나주로 영강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 센터소개 연혁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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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njursc/center
http://www.naju.go.kr/njursc/center/history


2021년 03월 옹벽 경관개선 포토월 설치공사 준공

2021년 02월
영강동 외부집수리 지원사업(1차-23호) 준공

옹벽 경관개선 포토월 설치공사 착공

2021년 01월
영강동 어울림센터 신축공사 준공

역전마을 목수의 집 조성공사 착공

2020년 12월 영강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용역 착수

2020년 11월
푸른강변마을가꾸기 휴게공간 조성사업 준공

영강동 외부집수리 지원사업(1차-20호) 준공

2020년 10월 영강동 외부집수리 지원사업(2차-23호) 착공

2020년 09월
영강동 빈집정비사업(2동) 준공

영강동 경로당 리모델링공사(1개) 준공

2020년 06월
영강동 가로환경정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준공

영강동 외부집수리 지원사업(1차-20호) 착공

2019년 06월
영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설명회(3차)

영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삼영1지구) 지적재조사 실시

2019년 05월 영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설명회(2차)

2019년 04월
영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남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영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설명회(1차)

2019년 01월
나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나주시의회)

2018년 07월 영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승인(국토교통부)

2018년 06월 영강동도시재생주민협의회 구성

2017년 12월 영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확정

2017년 10월 영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2017년 06월 나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승인(전라남도)

2014년 11월 나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영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2년 12월

근대유산을 재생하는 죽전골목(죽전골목 상생상가) 사업 준공

에코그린 주거지 정비(안심골목길 정비) 착공

에코그린 주거지 정비(함께하는 골목길 가꾸기) 2차 진행

영산동 외부집수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3차)

2022년 11월 주민소통의 안전한 생활기반 정비(영산포 쌈지공원)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2년 10월 영산동 외부집수리사업 공사 준공(2차)

2022년 9월
2022 영산포 주말나이트마켓 사업 개최

영산동 외부집수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3차)

2022년 7월
영산동도시재생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3차)

영산동 외부집수리사업 공사 착공(2차)

2022년 6월

영산동도시재생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2차)

영산동 외부집수리사업 공사 준공(1차)

영산동 기록화사업 착수

상가활성화 프로그램(2022 영산포 주말나이트마켓) 사업 착수

상가활성화 프로그램(2022 영산포 뉴트로축제) 사업 착수

2022년 5월

근대 시간여행관(정원조성) 착공

영산동도시재생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1차)

영산동 외부집수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2차)

2022년 4월

근대유산을 재생하는 죽전골목(죽전골목 상생상가) 착공

영산동도시재생주민협의회 총회 개최

영산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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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사업 착수

2022년 3월 영산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2022년 1월 영산동 외부집수리사업 공사 착공(1차)

2021년 12월

근대유산을 재생하는 죽전골목(죽전골목 정비) 사업 준공

에코그린 주거지 정비(함께하는 골목길 가꾸기) 1차 진행

영산동 외부집수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1차)

제1회 영산포 뉴트로축제 사업 착수

2021년 11월 노인 복지증진(복지회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준공

2021년 10월 영산동 외부집수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2차)

2021년 9월 주민소통의 안전한 생활기반 정비(셉테드 안전교통) 사업 준공

2021년 7월 노인 복지증진(복지회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착공

2021년 06월

2021년 영산포 상생아카데미 제3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주말 나이트마켓 보조사업 착수

영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근대유산을 재생하는 죽전골목(죽전골목 정비) 사업 착공

2021년 05월

영산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총회(임원 선출)

영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영산포새마을금고 운영지원전문기관 협약 체결

일본인지주가옥 연계 청년창업 네트워크 역량강화 및 활성화사업 착수

영산동 외부집수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1차)

2021년 04월

영산동 청년창작소 대상지 철거공사 착공

영산동 선순환 단독임대주택, 시간여행관, 죽전골목 상생상가 석면조사 용역 착수

2021년 영산포 상생아카데미 제3기 도시재생대학 개강

2021년 03월
안전한생활기반정비(셉테드 안전교통) 사업 착공

영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착수

2021년 01월
영산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안전한생활기반정비(셉테드 안전교통) 실시설계 용역 준공

2020년 12월 영산동 안전한 생활기반정비(주차장 및 휴식공간)사업 준공

2020년 08월
영산동 임대주택, 오포대기록관·근대여관체험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영산포 근대거리 청년몰(창작소, 청년몰)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0년 04월
영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영산지구) 지적재조사 실시

영산동 죽전골목 상생상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0년 03월
영산동 근대유산을 재생하는 죽전골목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영산동 에코그린주거지(안심골목길) 정비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0년 01월
영산동 청년창작소 지정폐기물(석면) 처리공사 준공

영산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12월 영산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국토교통부)

2019년 10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승인(국토교통부)

2019년 06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나주시의회)

2019년 05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2018년 11월 영산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로 재편

2018년 08월 영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확정

2018년 07월
영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나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2017년 06월 나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승인(전라남도)

2014년 11월 나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2014년 영산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성

죽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http://www.naju.go.kr)



죽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 05월

청춘 스트리트몰 석면조사 용역 준공

문화예술소통창작소 BF 예비인증 착수

죽림동 로컬푸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용역 착수

죽림동 도시재생 쌈지공원 조성 개발행위허가 용역 착수

2021년 04월

로컬푸드 판매존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

죽림동 마을기업 설립 교육 및 컨설팅 용역 착수

청춘 스트리트몰 석면조사 용역 착수

2021년 03월 죽림동 로컬푸드 제비쑥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완료

2020년 12월
남외동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문화예술소통창작소 BF 예비인증 용역 착수

2020년 06월
CCTV 설치공사 준공

남외동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2020년 05월

근대역사기념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남외동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CCTV 설치공사 착공

주민협의체 간담회 개최

2020년 04월

청춘 스트리트몰(리모델링)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남외동 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착수

나주 문화예술 소통창작소 및 게스트하우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0년 03월 나주 학생운동길 역사문화거리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0년 02월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0년 01월 활성화계획 승인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12월

활성화계획 승인(원안통과)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

활성화계획 고시

2019년 10월

나주시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요청서 제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선도지역 지정

감정평가 회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종합 평가

2019년 0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점검 회의

감정평가 의뢰

국유재산 매수 신청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사전 협의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관련부서 실과소 협의

2019년 08월 주민협의체 간담회

2019년 07월

부시장 주재 추진현황 보고회

공기업(한전, LH) 사업 점검 회의

도시재생참여사업의견회신 및 지중화 요청

선도지역 지정요청서 제출

2019년 06월
도시재생뉴딜참여사업추진계획의견회신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나주시의회 의견청취

2019년 05월

실타평가 대비 세부사업 검토 회의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신문 공고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2019년 04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사전검토 회의

사업 점검회의

2019년 03월
용역 착수

착수보고회 개최

2019년 02월

협상 결렬 알림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협상합의서 작성

협상결과 통보 및 계약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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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1월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018년 12월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시장결심

일상감사 요청

일상감사 검토 결과 알림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2018년 11월

추진사항 점검회의

실현타당성 현장 점검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회의

2018년 08월
2차 발표 평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2018년 07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서 제출

1차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및 컨설팅

2018년 06월 상생협약 체결

2018년 01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준공

2017년 06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승인 통보

2017년 04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심의

2017년 03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신청

2014년 11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금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2년 12월 금천면 도시재생 사회경제적교육

2022년 11월 금천면 금도이따 축제 성과공유회 개최 (금천면사무소)

2022년 11월 금천면 제1회 금도이따 축제

2022년 07월 금천면 도시재생 주민동아리 육성사업

2022년 07월 금천면 도시재생 배시음 및 품평회 (금천면사무소)

2022년 04월 금천면 도시재생 배음식 특화 교육

2022년 03월 금천면 도시재생주민협의회 1차 정기총회 개최

2021년 11월 금천면 감성여행 외갓집가는길

2021년 05월
나주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인정

삼보연립주택(금천면 오강리 158-12 일원) 총18호 � 17호 보상완료

2021년 04월~05월 금천면 제1기 도시재생대학 운영

2021년 04월 02일 금천면 토지보상 협의 설명회

2021년 03월 30일 금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2차 주민설명회 개최

2021년 02월 04일 금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1차 주민설명회 개최

2020년 12월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나주시의회)

금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확정

도시재생인정사업 선정

2020년 10월 금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청

2020년 09월

금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신청 주민설명회 개최(1차)

금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신청 주민설명회 개최(2차)

나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2020년 08월 금천면 도시재생주민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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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금천면 9개 사회단체 도시재생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2020년 02월~03월 금천면 도시재생대학 운영

2020년 01월 금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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