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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편의시설 개선

죽림동 도시재생 CCTV 설치공사

사업현황

위치: 나주시 죽림동 일원

공사개요: CCTV 설치 9개소

공사기간: 2020.3.23.~2020.6.23.

남외동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현황

위치: 나주시 남외동 61-2번지 일원

공사개요: 주차장 조성A=1,774�

공사기간: 2020.5.25.~2020.12.14.

죽림동 목공학교

사업목적: 목공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작품 전시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사업장소: 죽림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기간: 2021. 4. 30. ~ 2021. 11. 30.

주요내용: 목공예 교육 15회 진행 및 8종의 목공예 작품 제작

어린이 뮤지컬 학교

2020 어린이 뮤지컬 학교

 > 사업현황 죽림동 이야기죽림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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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njursc/regional_news
http://www.naju.go.kr/njursc/regional_news/juklim_story


목 적

단순한 교육 목적이 아니라 재미있는 연기, 안무, 노래 연습, 공연 등을 통해 창조적이며 표현력이 뛰어난 긍정적인 성격의 리더십, 사

회성, 협동심을 갖춘 인재 배양

사업장소 : 나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회의실

운영기간 : 2020년 10월 17일 ~ 12월 5일 (15회)

운영시간 : 매주 토·일 13:00~16:00 (3시간)

주요내용 : 발성과 화술, 즉흥연기 및 표현연기 등 뮤지컬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신체학습 진행 및 최종 발표회(공연)

2021 어린이 뮤지컬 학교

사업목적: 뮤지컬 연습 및 공연 경험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 발달 도모 및 사회성과 협동심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

사업장소: 금남동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운영기간: 2021. 5. 13. ~ 2021. 12. 31.

주요내용: 뮤지컬 노래, 안무, 연기 교육 및 지역 축제 공연 참가

주민역사문화해설사 육성사업

사업목적: 죽림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장소: 죽림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죽림동 탐방명소 14개소

운영기간: 2021. 9. 30. ~ 2021. 12. 31.

주요내용: 주민역사문화해설사 양성교육 5회 진행 및 지역 축제 내 해설안내부스 운영

지역특화거리 조성사업

사업목적: 태극기거리축제 대비 학생운동길 가로경관 개선

사업장소: 죽림동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운영기간: 2021. 6. 8. ~ 2021. 12. 31.

주요내용: 죽림(남외)동 내 노후된 담장 도색 작업 진행 및 태극기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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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태극기 거리 축제

제1회 나주시 태극기 거리축제

목 적

나주 학생운동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관심 증대 및 이용객 볼거리 제공을 통한 유동 인구 유입

사업장소 : 학생운동길 일원

운영기간 : 2020년 10월 30일(금) ~ 10월 31일(토) (2일)

운영시간 : 13:00~18:00

주요내용 : 학생운동재현 퍼레이드, 독립운동 뮤지컬, 나주시민 노래자랑,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및 다양한

체험활동 진행

제2회 나주시 태극기 거리 축제

사업목적

잊혀가는 학생운동길 역사의 복원을 통한 나주학생운동역사 재조명

나주학생운동 발상지로서의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사업장소: (구)나주역 광장

운영기간: 2021. 11. 26. ~ 2021. 11. 27. (2일)

주요내용

체험프로그램 15종, 전시프로그램 3종 기획 및 운영

창작공연, 낭독극, 해금 연주 등 11종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죽림동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목적: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결합을 통한 죽림동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장소: 죽림동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운영기간: 2021. 7. ~ 2021. 12.

주요내용: 죽림동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죽림동 스토리텔링 2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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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로컬푸드 상품 개발사업

사업목적: 제비쑥떡을 지역 대표 음식으로 확대 발전하여 주민 소득 창출 기여

사업장소: 죽림동 활성화구역 내

운영기간: 2021. 4. ~ 2021. 12.

주요내용: 제비쑥 재배, 제조 작업 및 홍보 활동 진행

죽림동 건강학교

사업목적: 죽림동 주민의 건강증진 및 자가 관리 역량 강화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장소: 죽림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

운영기간: 2021. 6. ~ 2021. 9.

주요내용: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 관리법 안내

죽림동 소식지 발행

사업목적: 죽림동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하는 소식지 발간으로 죽림동의 지역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홍보

사업장소: 죽림동 활성화구역 내

운영기간: 2021. 7. ~ 2021. 12.

주요내용: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소식지 발행(2권)

죽림동 도시재생 리플릿 발행(1부)

나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홍보책자 발간(1권)

떡제조기능사 자격증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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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떡제조기능사 자격시험 대비 이론 및 실기메뉴 강사 시연 및 실습

사업장소

나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층 회의실(이론)

나주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실습장(실기)

운영기간 : 2020년 9월 14일 ~ 11월 27일 (15회)

운영시간 : 월요일 10:00~13:00 (3시간) 14:00~17:00(3시간) / 총 6시간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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