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5일 14시 54분



2
3
3
3
3
4
4

목차

목차
영산동 주민공모사업

영산동 너를지켜줄께
영산동, 꽃길만 걸어요
영산동 사진과 영상으로 담기
도보로 만나는 영산동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우리집 문패와 우편함



영산동 너를지켜줄께  영산동, 꽃길만 걸어요  영산동 사진과 영상

도보로 만나는 영산동  우리집 문패와 우편함

영산동 너를지켜줄께

목 적

천연염색 및 재봉 기초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문화 복지 수요 충족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건강과 안전관리 진행함으로써 주민간 협력체계 구축

단 체 명 : 꽃물들임

사업유형 : 일반공모

운영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6월

주요내용 : 영산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복지프로그램(천연염색, 재봉)을 제공하고 교육을 바탕으로 제작

한 천연염색 마스크를 지역 내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

영산동, 꽃길만 걸어요

목 적

가드닝 기초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정원조성에 대한 주민기초역량강화

영산동 사업구역 내 유휴공간 및 정비가 필요한 공간들을 청소하고 폐품을 활용한 거리 화분을 비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

단 체 명 : 알록달록 영산홍

사업유형 : 일반공모

운영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10월

주요내용 : 영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원기초교육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영산동 폐품활용 거리화분 비치 및 마을정원

만들기를 진행

영산동 사진과 영상으로 담기

목 적

영산동의 현재 모습을 주민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직접 기록하며 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사진기록 확보

영산동주민들의 도시재생활동모습 및 동네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타 지역민들의 영산동에 대한

관심 환기

단 체 명 : 미디어타임캡슐

사업유형 : 일반공모

운영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11월

주요내용 : 현재 영산동 모습 사진 아카이빙 및 사진집 발간, 영산동 도시재생사업 홍보영상제작

영강동 주민공모사업
영산동 주민공모사업
죽림동 주민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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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 만나는 영산동

목 적

영산동의 매력을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함으로써 지역자원탐색기회제공

마을지도제작을 통해 지역사회 활력증진 및 대외적 도시재생사업 관심환기

단 체 명 : 이희주외 3명

사업유형 : 일반공모

운영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10월

주요내용

영산동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답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마을지도 제작

영산동의 숨은 포토존 발굴 및 주민이 직접 모델이 되어 촬영 및 전시회 개최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우리집 문패와 우편함

목 적

문패제작을 통해 정감 있는 마을 분위기를 형성하고 공동체 회복을 도모

목공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영산동 거리의 재미를 제공

단 체 명 : 오빠는 서각쟁이야

사업유형 : 일반공모

운영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10월

주요내용 : 서각·목공 교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문패와 우편함을 직접 제작하고 전시회를 개최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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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영산동 주민공모사업
	영산동 너를지켜줄께
	영산동, 꽃길만 걸어요
	영산동 사진과 영상으로 담기
	도보로 만나는 영산동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우리집 문패와 우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