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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마켓

2021 박물관마켓(담쟁이마켓)

목적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나주정미소 등 나주읍성을 알리는 계기 마련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 연속 운영을 통한 주민단체 자생역량 강화

사업장소: 나주읍성 서성문 앞(서내동 116)

운영기간: 2021. 5. ~ 2021. 12.(10회)

주요내용

지역상인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판매‧체험부스 운영

스탬프·SNS 이벤트 운영

2020 박물관마켓

목적

나주읍성에서 박물관마켓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를 한 장소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기회제공

읍성 내 나주정미소 등 시설을 활용한 공간활용 계획

사업장소: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일원

운영기간: 2020. 4. ~ 2020. 12.(12회)

주요내용

살아있는 박물관 마켓(플리마켓) 운영

읍성권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읍성 내 시설 및 공간활용 계획 수립

2019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마켓

사업장소: 금성관

 > 사업현황 나주읍성 이야기나주읍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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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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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금성관

운영기간: 2019. 5. ~ 2019. 10.(10회)

5.3.~5.5.(나주읍성축제 연계), 9.13.~10.26.매주 토,일요일

주요내용: 판매부스 약 10개 운영,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 등

나주목사코스플레이(포졸곤장체험, 마당극 공연)

목적 : 지역주민이 참여해 나주 원도심을 방문한 관광객 및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장소 : 금성관 등 나주읍성 활성화구역 일대

운영기간

포졸곤장체험 : 2019년5월~12월/2020년6월~12월(매주 토·일)

마당극: 2020년6월~10월(매달 마지막 토요일)

주요내용

포졸·곤장 체험: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포졸 및 곤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당극 : 나주의 역사적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나주읍성 마당극 공연

버스킹

목적 : 관광객 및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으로 복합적인 문화 공간 창조 및 상가 활성화

사업장소 : 나주읍성 활성화구역 일대

운영기간 : 2019년 6월 ~ 2020년 12월(26회)

주요내용 : 나주읍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마술, 샌드아트 등의 소규모 공연

전동 인력거 운영

2021 전동인력거 운영

목적

전동인력거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나주시민 및 관광객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원도심 상권활성화 도모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 연속 운영을 통한 주민단체 자생역량 강화

사업장소 : 나주읍성권역 일대

운영기간 : 2021.5.~2021.12.(47회)

주요내용 : 나주읍성 주요 관광지를 주민해설사의 문화해설이 동반된 전동인력거 투어(의상체험, 즉석사진 촬영 등 이벤트 운영)

2020 전동인력거 운영 (http://www.naju.go.kr)



2020 전동인력거 운영

목적 : 나주읍성 주요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창출 기반 마련

사업장소 : 나주읍성 활성화구역 일대

운영기간 : 2020.4.~2020.12.(60회)

주요내용 : 즉석사진촬영, 문화해설을 동반한 전동인력거 체험(관광객의 인력거 탑승 후 운전자의 문화해설이 동반된 코스 투어)

2019 전동인력거 운영(따따부따 인력거 투어)

목적 : 나주 원도심 내 인력거 운영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사업장소 :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일대

운영기간 : 2019.10.~2019.12.(14회)

주요내용 : 금성관, 사매기길, 나주향교를 중심으로 관광코스 개발 및 인력거 운영

천년고도 천년삶터

재활용품 정거장 설치 공사

목적: 재활용품(플라스틱, 종이, 유리병 등)을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쓰레기 절감은 물론 동네 미관 및 청결에 기여하기

위함

사업현황

공사개요: 재활용품 정거장 설치 5개소 / CCTV설치

공사기간: 2018.4.9.~2019.5.11.

읍성권 집수리지원사업 담장공사

목적: 정주(주거)환경 개선과 주변경관 향상을 통해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

사업현황

공사개요: 토담설치146.4m(13구간)

사업기간: 2019.5.27.~2019.12.26.

읍성권 집수리지원사업

목적: 집수리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 도시콘텐츠 발굴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

기 위함

사업현황

공사개요: 집수리 지원 8가구

사업기간: 2019.9.25.~2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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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 쉼터 정비

사업현황

공사개요: 소공원 정비 6개소

공사기간: 2020.12.11.~2021.11.15.

흙돌담 정비사업

사업현황

공사개요: 흙돌담정비 L=126m H=1.3~1.8m

공사기간: 2022.1.6.~2022.3.6.

로컬푸드장터

목적 : 지역 내 생산되는 지역농‧특산품 판매 장터 운영을 통한 지역먹거리 저변 확대 및 읍성에서 열리는 장터를 명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장소 : 나주읍성 활성화구역 일대

운영기간 : 2020년 6월 ~ 2020년 12월(15회)

주요내용 : 지역 내 할머니(할아버지)가 직접 판매하는 농∙특산물, 공예품 판매장터 운영

어린이문화체험학교(나주아이, 읍성탐구생활, wow!정미소)

목적 : 지역의 역사‧문화‧인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학생)들에게 지역 고유문화적 가치 인식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사업장소 : 나주정미소 등 나주읍성 활성화구역 일대

운영기간 : 2020년 6월 ~ 2020년 12월(22회)

주요내용 : 전통놀이, 목공체험, 생태체험 등 나주읍성 내 역사문화자원과 인물을 활용한 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이트마켓

목적 : 나이트마켓 운영으로 상권 및 야간문화 활성화

사업장소 : 나주 중앙로 상가거리 및 서성문 주변

운영기간 : 2019년 5월 ~ 2020년 12월(16회)

주요내용 : 판매‧체험 부스운영, 포토존, 거리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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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캠핑장

목적 : 나주읍성의 낮 시간대로 한정된 놀이문화를 야간 문화행사운영을 통해 야간 상권 및 읍성의 밤을 홍보

사업장소 : 나주정미소 등 나주읍성 일대

운영기간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4회)

주요내용 : 야간읍성투어, 캠프파이어, 버스킹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개인정원 오픈가든 축제

목적 : 나주읍성 내 개인이 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소개하여 향후 정원 조성시 참고 사례로 제시하는 등 주민이 함께하는 오픈 가든축제

개최

사업장소 : 나주읍성 활성화구역 내 개인정원(2개소)

운영기간 : 2020년 10월 16일 ~ 17일(2회)

주요내용 : 정원콘테스트(스티커투표), 정원에서 만나보는 문화콘서트(뮤지컬 공연) 등

문화미디어활동

목적 :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 유발 및 공동체의식 환기

사업장소 : 나주읍성 활성화 구역 내

운영기간 : 2020년 4월 ~ 12월

주요내용 : SNS, 유튜브 등 홍보채널 관리, 소식지·엽서 발행, 영상 음악 등 나주읍성 홍보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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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읍성 코어센터 조성

나주읍성 코어센터 조성공사

목적: 읍성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류 거점센터와 핵심 집객시설을 조성하고 외부 방문객을 위한 관광플랫폼을 조성하여 쇠퇴한 원도심

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사업현황

위치: 성북동 77-1번지 일원

공사개요: 건축물 리모델링 477.50�, 주변정비 1식

공사기간: 2019.4.~2019.11.

사매기길, 금성관길 특화가로 조성

사매기길 특화가로 조성공사

사업현황

위치: 서내동 114번지 일원(금성관 ~ 서성문)

공사개요: 보차도 정비-금성관길 L=413m, B=10~15m, 향교길 L=256m, 6~8m, 화강석포장(2,527�), 사고석 설치(667�), 도막포

장(112�)

공사기간: 2020.7.6.~2021. 7. 8.

옛이야기를 살펴보는 고샅길

나주읍성 고샅길 조성공사

목적: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주에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고샅길을 조성하여 나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명품 보행로를 제공하고 거주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사업현황

위치: 서내동 114번지 일원

공사개요: 토석담(전통담장) 설치(L=345m, H=1.5m), 기존 토석담 정비 (L=168m, H=1.5m), 포장정비(황토포장) (L=507m, 1,498

�)

공사기간: 2019.10.29. ~ 2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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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천 나들이길 조성

나주천 나들이길(정원)조성

사업현황

위치: 나주천 일원

공사개요: 정원조성 5개소

공사기간: 2021.1.6.~ 2021.11.3.

나주천 나들이길 경관개선사업

사업현황

위치: 나주천 일원

공사개요: 노후담장 및 옹벽 경관조성(A=1,100�)

공사기간: 2021.3.24.~2021.6.1.

상가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상가기반활성화 구축(게이트)사업

사업현황

위치: 중앙동 129번지 일원(나주중앙로)

공사개요: 상가게이트 설치(2개소)

공사기간: 2020.10.30.~2020.12.28.

상가기반활성화 구축(공중조명)사업

사업현황

위치: 중앙동 129번지 일원(나주중앙로)

공사개요: 공중조명설치(L=540m),

공사기간:2021.1.6.~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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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기반활성화 구축(미디어)사업

사업현황

위치: 중앙동 129번지 일원(나주중앙로)

공사개요: 미디어전광판 설치 1식

공사기간:2021.3.2.~2021.7.31.

재활용품 정거장 관리 운영

목적

재활용품정거장 관리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정주 환경 개선

주민 추진 사업을 위한 역량강화

운영장소: 금남동 및 성북동 재활용품 정거장 5개소

운영기간

2019. 10. ~ 2019. 12. (3회/주)

2020. 01. ~ 2020. 12. (3회/주)

2021. 01. ~ 2021. 12. (3회/주)

주요내용: 사업구역 내 거주민이 재활용품 정거장 5개소 직접관리(정거장 내 쓰레기 분류․배출 등)

참여인원: 5인

나주읍성 도시재생 성과공유행사

목적: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5년동안 시행한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마중물 사업)을 마무리하며 사업의 대․내외적인 성

과 공유 및 홍보

사업장소: 나주정미소 등 나주읍성 활성화 구역 일대

사업기간: 2020. 12. 21 ~ 2020. 12. 31.

주요내용: 나주읍성 도시재생 5년 성과 공유행사 및 문화공연(유튜브 생중계/2021.12.30.)

주민과 함께하는 담장칠하기

목적: 도시환경 미관증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참여 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일시: 2019.11.10.~ 2020.12.31. (http://www.naju.go.kr)



사업일시: 2019.11.10.~ 2020.12.31.

사업장소: 나주읍성 도시재생활성화 구역(나주천 1길 45-1~29, 향교길44, 보리마당길 22,23,25 등)

주요내용: 노후담장 페인트칠, 마을의자 만들기 등 주민 자원봉사로 진행된 나주읍성 경관 가꾸기 사업

이야기아카데미 해커톤

목적: 지역문제를 청년들이 스스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소통의장 제공 및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

사업장소: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구역(나주정미소)

운영기간: 2020.11. 14. ~ 2020. 11. 16.

주요내용: 나주읍성 문재해결 도출을 위한 2박3일 외부 참여형 토론 워크숍 개최

ICT 체험관 조성사업

목적: 나주읍성 코어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시스템 구축 및 관광플랫폼 조성을 통해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참여기회 제공

사업장소: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사업기간: 2020. 12.

주요내용: VR체험관(1개소), 키오스크(3개소) 조성 등

문화공연‘난장’

목적: 원도심 활성화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 MBC와 나주시 업무 협약을 통한 문화공연

사업장소: 나주정미소 등 나주읍성 활성화구역 내

사업기간: 2019. 11.~ 진행 중

주요내용: 광주 MBC 문화콘서트 난장공

유휴지 녹지화 사업(천년고도 천년삶터)(http://www.naju.go.kr)



유휴지 녹지화 사업(천년고도 천년삶터)

목적: 도시환경 미관증진, 집단경관 조성 및 주민참여를 통한 역략 강화

사업장소: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사업기간: 2021. 12.

주요내용: 화단설치를 통한 녹지 조성 후 주민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읍성 내 유휴공간 화단조성(20개소)

2022 주민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사업

목 적

나주정미소 및 나주읍성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류를 도모한 장 마련

사업장소: 나주정미소, 서재, 별채, 진동갤러리 등

운영기간: 2022. 6. ~ 2022. 11.(각 동호회 별 10회)

주요내용

21개의 동호회 운영(댄스, 다도, 바리스타, 버스킹, 요가, 민요, 풍물 등)

성과발표회 5회 진행 완료

2022 나주읍성 문화장터 어울림사업 ‘어린이 · 주민문화예술 아카데미’

목 적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 연속 운영을 통한 주민단체 자생역량 강화

사업장소: 나주정미소, 서재, 별채, 진동갤러리 등

운영기간: 2022. 7. ~ 2022. 10.

주요내용

지역상인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판매‧체험부스 운영

스탬프·SNS 이벤트 운영

마을정원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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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문화체험뮤지컬학교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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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나주읍성 이야기
	박물관마켓
	2021 박물관마켓(담쟁이마켓)
	2020 박물관마켓
	2019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마켓

	나주목사코스플레이(포졸곤장체험, 마당극 공연)
	버스킹
	전동 인력거 운영
	2021 전동인력거 운영
	2020 전동인력거 운영
	2019 전동인력거 운영(따따부따 인력거 투어)

	천년고도 천년삶터
	재활용품 정거장 설치 공사
	읍성권 집수리지원사업 담장공사
	읍성권 집수리지원사업
	휴게 쉼터 정비
	흙돌담 정비사업

	로컬푸드장터
	어린이문화체험학교(나주아이, 읍성탐구생활, wow!정미소)
	나이트마켓
	도심캠핑장
	개인정원 오픈가든 축제
	문화미디어활동
	나주읍성 코어센터 조성
	나주읍성 코어센터 조성공사

	사매기길, 금성관길 특화가로 조성
	사매기길 특화가로 조성공사

	옛이야기를 살펴보는 고샅길
	나주읍성 고샅길 조성공사

	나주천 나들이길 조성
	나주천 나들이길(정원)조성
	나주천 나들이길 경관개선사업

	상가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상가기반활성화 구축(게이트)사업
	상가기반활성화 구축(공중조명)사업
	상가기반활성화 구축(미디어)사업

	재활용품 정거장 관리 운영
	나주읍성 도시재생 성과공유행사
	주민과 함께하는 담장칠하기
	이야기아카데미 해커톤
	ICT 체험관 조성사업
	문화공연‘난장’
	유휴지 녹지화 사업(천년고도 천년삶터)
	2022 주민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사업
	2022 나주읍성 문화장터 어울림사업 ‘어린이 · 주민문화예술 아카데미’
	마을정원만들기
	가족문화체험뮤지컬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