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충청북도 도시재생뉴딜

전문가(코디네이터)교육

    교 육 개 요

교육일시 : 2018.9.13(목)~10월 11일(목) 주1회, 총4회(24시간)
교육장소 : 충북대학교 N7(형설관) 301, 302호 교육실
교육대상: 도시재생관련 업종 종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등

    모 집 기 간   및   방 법

모집기간: 2018.8.29(수)~2018.9.7.(금)
모집방법: 충북대학교 지역재생연구소 이메일 및 유선접수
(hayangkim@cbnu.ac.kr, 043-249-1645)

주최

회차

1회

시간

도시재생뉴딜기본

거버넌스

OT 및 자기소개

충청북도 도시재생뉴딜의 현황과 과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생건축을 통한 빈집활용

관련부처 사업의 이해 및 수립전략

보행안전 재생전략

충청북도 지역자산 발굴과 장소마케팅

도시재생경제조직 지원체계 및 전략

공동체 공간의 이해와 참여

상생협정의 이해와 운영

농촌재생사업의 현황과 연계방안

퍼실리테이션 전략

충청북도 지역전문가 특강

수료식 및 설문조사

10:00-11:00 (1h)

11:00-13:00 (2h)

14:00-15:00 (1h)

15:00-17:00 (2h)

10:00-12:00 (2h)

13:00-15:00 (2h)

15:00-17:00 (2h)

10:00-12:00 (2h)

13:00-15:00 (2h)

15:00-17:00 (2h)

10:00-12:00 (2h)

13:00-14:00 (1h)

14:00-16:00 (2h)

16:00-17:00 (1h)

주제 세부내용

거버넌스

실전형교육

거버넌스

서비스

특화

특화

특화

특화

특화

특화

2018.09.13.

2회
2018.09.20.

3회
2018.10.04.

4회
2018.10.11.

일 정

수료자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지원, 수강생 DB등재(광역관리 활용)
수료증지급(교육시간 80%이상 수료시)



붙임3 교육 운영 계획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 교육 운영 계획서

1  목적

  ◦ 충북 도내 도시재생 활동가 및 전문가들의 경험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 프로세스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재생건축과 장소 마케팅과 같은 특화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2  교육개요

 ◦  교육목표 : 도시재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가 능력 함양 

 ◦  교육기간 : 2018년 9월 13일(목) ~ 9월 20일(목) (매주 2회)

               2018년 10월 4일(목) ~ 10월 11일(목) (매주 2회)

 ◦  교육대상 :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동가 및 전문가 30인

 ◦  교육장소 : 충북대학교 N7(형설관) 301, 302 교육실 

 ◦  교육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기본 및 실전형 교육(필수과목)

   - 빈점포 활용을 위한 재생건축과 장소 마케팅 특화 교육 

3  세부내용

 ◦ 일정별·추진단위별 추진내용

일  정 추진일정 세부내용

2018.08.27.~ - 교육생 모집 공고
- 도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지원센터 참여공문 발송
- 홈페이지, SNS 등 공고

2018.09.07.~
- 교육생 명단 확정 
- 교육 시행 준비 

- 강사섭외 및 교육준비

2018.09.13. - 교육시행 - 4주간 4회 실시

2018.10.11 - 사업수행 완료 
- 교육설문조사 및 수료식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일정(24h) 

회차 주제 세부내용 시간

1

OT 및 자기소개 1h

도시재생

뉴딜기본
특화 충청북도 도시재생뉴딜현황과 과제 강의·토론 2h

거버넌스 필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의·토론 1h

실전형

교육
특화 재생건축을 통한 빈집활용 강의·토론 2h

2

거버넌스 필수 관련부처 사업의 이해 및 수립전략 강의·토론 2h

실전형

교육

특화 보행안전 재생전략 강의·토론 2h

특화 충청북도 지역자산 발굴과 장소마케팅 강의·토론 2h

3

서비스

필수 도시재생 경제조직 지원체계 및 전략 강의·토론 2h

필수 공동체 공간의 이해와 참여 강의·토론 2h

실전형

교육
필수 상생협정의 이해와 운영 강의·토론 2h

4

실전형

교육

특화 농촌 재생사업의 현황과 연계방안 강의·토론 2h

필수 퍼실리테이션 전략 강의·토론 1h

특화 충청북도 지역전문가 특강-2 강의·토론 2h

수료식 및 설문조사 1h

* 강의자는 상황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대효과

 ◦ 광역집합교육을 통한 충북도내 지역특화 재생자원 발굴 및 지역비전 공유
 ◦ 광역적 전문가·활동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향후 지역연계사업 발굴 

및 개발 
 ◦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재생건축 및 장소마케팅 전문 교육을 통하여 빈점포 

리노베이션 및 활용방식의 다양화 



기관 부서 이름 직급(직위) 성별(남/여) 행정번호 핸드폰 이메일 비고

박찬규 행정6급 남 010-3443-1109 jikji1377@korea.kr 공무원

신인섭 시설6급 남 010-7545-1508 sis86177@korea.kr 공무원

김학성 행정7급 남 010-6688-4440 smilehskim@korea.kr 공무원

송선기 시설7급 남 010-9529-9935 urban824@korea.kr 공무원

홍미나 시설9급 여 010-9408-8577 cjhmn@korea.kr 공무원

심지섭 행정8급 남 010-7732-9825 cjsis1@korea.kr 공무원

연영화 마을활동가 여 010-2315-1632 재생센터

정미영 마을활동가 여 010-3499-6555 miyoung7007@daum.ne 재생센터

신혜정 마을활동가 여 010-7372-5945 sshh9877@hanmail.net 재생센터

한정임 마을활동가 여 010-7189-1038 재생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진호 팀원 남 010-5150-5690 key5690@nate.com 재생센터

건축디자인과 신동희 시설6급 남 043-850-6440 010-9980-2915 sdh62@korea.kr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황지민 사무보조 여 010-4405-6649 wldyddmswls@naver.com 재생센터

성내·성서동 박진영 주민상인협의체 사무국장 여 010-9971-2347 pjy4385@hanmail.net 주민

홍석중 주민협의체 위원장 남 010-5465-2531 주민

조명연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남 011-481-9989 주민

권연정 주민협의체 간사 여 010-2493-4633 happy4633@hanmail.net 주민

이승우 남 010-9425-5487 주민

김경아 여 010-5374-5050 keinrima@naver.com 주민

도시재생지원센터 하화중 간사 여 043-641-6288 010-4761-3242 jcurban-136@hanmail.net 재생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채형식 활동가 남 043-641-6288 010-5481-0548 jcurban-136@hanmail.net 재생센터

영천동 
현장지원센터 서권복 코디네이터 여 043-645-2502 010-3186-2731 ycfield@hanmail.net 재생센터

영천동 
현장지원센터 이인호 코디네이터 여 043-645-2502 010-4476-7785 ycfield@hanmail.net 재생센터

김상호 주민협의체 대표 남 010-7288-0238 주민

김중기 영천동 9통장 남 010-5486-0703 주민

윤시원 영천동 8통장 남 011-9390-6567 주민

옥천군 도시건축과 이선표 시설7급 남 043-730-3584 010-8839-8024 lsp8110@korea.kr 공무원

증평군 도시교통과 박영균 시설8급 남 043-835-3923 010-2994-3309 loveblack85@korea.kr 공무원

괴산군 칠성면 조은영 시설7급 여 830-2501 010-3415-1007 공무원

음성군 도시과 조영동 도시재생팀장 남 043-871-3931 010-9397-5845 cyd@korea.kr 공무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문가 교육 참석자 명단

지현동

문화동

충주시

제천시

영천동

청주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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