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업-74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예산구분 추진상황

임기내 임기외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지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 ● ● ● ●

 ◦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 전용 놀이 공간 확보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 아동전용시설 설치에 따른 역외 자금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린이 전용공간 건립하여 운영 중이나 경상북도에는 어린이  
      전용공간이 없음으로 경상북도 차원의 어린이 전용공간 마련 필요 

 ◦ 지진으로 지친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힐링 공간 조성으로 지진극복에 기여

  ※ 아동현황 : 46,458명(만3세 ~ 만 12세),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 : 2개소(아이조아플라자, 키즈카페)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일원, 장성동 미군저유소 부지 내(부지면적 약 397,000㎡)(미정)

  ◦ 사업기간 : 2020 ~ 2023 (4년간)

  ◦ 사업내용 : 연면적 4,000㎡(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아동 놀이시설 조성

  ◦ 총사업비 : 128억원(국 52, 시 76)

  ◦ 주요시설 : 야외 친환경 아동놀이터, 아동체험교육장, 공연장, 키즈카페 등

 추진현황

  ◦ 현재 미군저유소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국방부 답변에 의거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20년부터 매각 또는 임대 할 예정이므로,

  ◦ 도시계획과, 재정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요청, 부지매입  

추진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 등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병행할 계획임. 

  ◦ 2019.10.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부지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예산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17년까지 ‘18 ‘19 ‘20 ‘21 ‘22 ‘23년 이후

총사업비 128 0.2 36 36 55.8
국  비 52 11 11 30
시  비 76 0.2 25 25 25.8

▶중앙정부 도움(제도, 재정, 권한) : 無



 향후계획

  ◦ 2020. 5 :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 2020. 8 :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보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미군저유소를 활용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여부가 전적으로 국방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국방부 방문 및 국회의원과 협조를 통해 

미군저유소 부지를 매입하고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추진

 참고사항(관련 사례 등)

  ◦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설치 현황

추진
부서

교육
청소년과

부서장
최무형
(3040)

담당
권성호
(3042)

담당자
박진명
(3043)

협업
부서

도시계획과
재정관리과

명    칭 건립
연도

면적(㎡)
주요시설 금액 비 고

대지 건물

서울어린이회관
(성동구 능동) 1974 17,000 공연장, 과학관, 체육시설

부산어린이회관
(부산진구) 1974 34,554 8,965 전시관, 영재교육원,

체험관 등

대구어린이회관
(범어공원) 1983 147,558 20,588 과학교육원, 교통랜드,

체험시설 등 240 리 모 델
링(18년)

대전어린이회관
(월드컵경기장내) 2009 2,250 3,520 세계문화체험존

상상놀이터, 정원 47

울산어린이테마파크
(대왕암) 2018 21,000 2,040 VR체험관, 모래놀이터, 언덕미

끄럼틀 115

송파구어린이
문화회관 2018 1,086 5,715 키즈카페, 시간제보육,

공연장, 체험놀이

천안시어린이회관
(동남구청사부지) 2020 9,000 공연장, 체험관,

어린이놀이터 257 전액
시비

전주어린이회관
(덕진구) 2019 22,347 5,479 공연장, 체험관 220 전북

강동어린이회관 2007 787 2,605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터

김천시 2017 5,893 2,991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립어린이
집, 장난감도서관 91 국 18

안동시 2018 1,700 4,145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립어린이
집, 장난감도서관,
카페, 건가+다가센터

100 국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