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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마을 목수의 집 조성
공사명: 영강동 역전마을 목수의 집 조성공사
사업목적: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한 목공작업공간을 조성, 교육 및 창업공간으로 활용
사업현황
위치: 삼영동 174-23번지 일원
공사개요: 건축 연면적 157㎡(2층)
공사기간: 2021.1.~2021.6.(예정)

목공 DIY 교육
2020년도 (2기)
교육명: 영강동 도시재생 목공전문가 육성교육
교육기간: 2020.9.24. ~ 11.5.
교육내용: 2개반 운영으로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
고급반: DIY생활목공, 도시재생 조형물 제작
목공심화반: 심화목공기술 습득 및 자격등 취득 준비

2020년도 (1기)
교육명: 영강동 도시재생 목공DIY교육
교육기간: 2020.6.4.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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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영강동 이야기

교육기간: 2020.6.4. ~ 7.13.
교육내용: 2개반 운영으로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
취미반: 간단한 목공 소품 제작교육
전문가양성반: DIY생활목공 및 적정기술 습득교육의 전문가양성반

집수리사업단 육성교육
교육명: 영강동 집수리사업단 육성 현장실습 교육
교육기간: 2020.12.7. ~ 12.13.(9회)
사업규모: 1,016㎡
교육내용: 목공마루 놓기, 건식난방, 전기 배선‧배전, 도배, 장판 등 현장에서 실제로 집을 고쳐보며 집수리사업단 역량 강화

빈집정비
공사명: 영강동 도시재생 빈집정비사업
사업목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마을경관 개선
사업현황
위치: 삼영동 163-9, 삼영동 163-53
공사개요: 공‧폐가 2호 철거
공사기간: 2020.9.15.~2020.9.23.

푸른강변마을 가꾸기
(http://www.naju.go.kr)

목적
영강동 옹벽골목을 산뜻하게 정비하여 주민들에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사업현황
위 치 : 삼영동 163-74번지 일원
사업개요 : 옹벽 경관 개선 H=5m, L=300m
사업내용: 영강동 역사와 문화를 읽을 수 있는 타일벽화 조성, 휴게공간조성, 골목길 녹화조성

역전마을 문화쉼터 조성
공사명: 역전마을 문화쉼터 조성공사
사업현황
위치: 삼영동 174-28번지 일원(어울림센터 진입로)
공사개요: 보차도 정비, 팔각정자 1개소, 화강석 포장 550㎡, 조경식재 1식
공사기간: 2019.11.18.~2021. 05.

역전마을 문화활성화 프로그램
교육명: 토탈공예 함께하기
교육기간: 2020.11.19. ~ 12.21.(8회)
교육목적: 천연제품 만들기를 통해 영강동 주민들에게 문화적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도
모
교육내용: 비누, 에코백, 향초, 가죽공예 등 나만의 천연제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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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심 골목길
공사명: 안전‧안심골목길 정비공사
사업현황
공사개요: 도로정비 688m, 보도정비 520m
공사기간: 2019.11.12.~2020.12.(준공 예정)

공사명: 안전‧안심골목길 CCTV 설치공사
사업현황
공사개요: CCTV 8대, 비상벨 6대 설치
공사기간: 2019.11.25.~2020.2.13.(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공사명: 안전‧안심골목길 야간조명 설치 전기공사
사업현황
공사개요: 야간 조명 설치 97EA
공사기간: 2020.8.3.~2020.11.

공사명: 안전‧안심골목길 보안등 설치공사
사업현황
공사개요: 가로등 25개소, LED가로등기구 87개소 설치 등
공사기간: 2020.4.16.~2020.12.

공사명: 안전‧안심골목길 가로환경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사업현황
공사개요: 아스콘 덧씌우기 72A
공사기간: 2020.6.12.~2020.6.25.

공사명: 안전‧안심골목길 예향로 마을진입로 경관 정비사업
사업현황
공사개요: 현무암 돌담석 붙이기 277㎡
공사기간: 2020.7.29.~2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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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강동 어울림센터 조성
공사명: 영강동 어울림센터 신축공사
사업목적: 영강동 지역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및 교류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현황
위치: 삼영동 174-23번지 일원
공사개요: 연면적 996.53㎡(2층), 주변정비 1식
공사기간: 2019.12.23.~2020.12.18.

영강동 어울림센터 전면

영강동 어울림센터 후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목적
영강동의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자존감 향상
위 치: 삼영동 106-18(삼영경로당)
공사개요: 옥상지붕 방수 및 내부 리모델링 1식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영강동 아카데미
사업명: 주민역량강화 담장칠하기 사업
사업기간: 2020.9.23.~10.27.
사업목적: 주민과 함께 골목길의 노후담장을 페인트칠하며 주민들의 집수리 역량강화
사업내용: 주민참여 노후담장 페인트칠
사업규모: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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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강동 외부집수리 지원사업
목적
노후불량 건축물 외부 정비를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통일된 지붕 경관으로 주거지 경관 향상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사명: 외부집수리 지원사업(1차)
사업현황
공모지역:영강3통, 4통 일원 노후저층주택
공사개요: 노후 단독형 주택 대상 지붕개량 및 외부공간 정비(집수리 21가구)
공사기간: 2020.6.19.~2020.12.20.
공사명: 외부집수리 지원사업(2차)
사업현황
공모지역: 영강3통, 4통 일원 노후저층주택
공사개요: 노후 단독형 주택 대상 지붕개량 및 외부공간 정비(집수리 22가구)
공사기간: 2020.10.21.~2021.2.7.

영강동 어울림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홈 카페 만들기
목적: 홈 카페 소품 제작 교육을 통해 지역민에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으로 주민조직을 구성하는 계기 마련
교육장소: 영강동 어울림센터 다목적실
교육기간: 2021. 9. 15. ~ 2021. 10. 21. (총 10회)
교육내용: 홈 카페 조성에 필요한 소품 제작 교육(테이블 매트, 원목 스피커, 자개모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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