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업-63

흥해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예산구분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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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부)
● ● ●

◦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소재지에 특별도시재생사업 추진

◦ 특별도시재생을 통해 재난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행복도시 흥해 건설 

 비전 및 목표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지 일원(면적 : 약120만㎡)

◦ 사업기간 : 2019 ~ 2023년(주거안정 : 2028년까지 단계별 추진)

◦ 사 업 비 : 2,257억원(국비 717.7억원, 지방비 1,438,8억원, 민간 100.5억원)

- 마중물사업 :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12건 / 490억원

- 부처연계사업 : 공공도서관 신축 등 7건 / 828억원 (민간 0.5억원 포함)

- 지자체사업 : 재난 심리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등 9건 / 839억원

- 공기업참여사업 : 공공임대주택 건설 1건 / 100억원

 주요 사업내용

◦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 전파공동주택 매입부지 활용한 공동체 회복 앵커시설 설치

※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작은도서관 등

-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 시행

◦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 공공시설을 활용한 재난 대비 단계별 대피소 및 대피시스템 구축



※ 1차 대피소 : 어린이공원 활용, 2차 대피소 : 다목적 대피소 건설

※ 재난 발생 시 대피 안내, 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 구축

◦ 활력 있는 문화 공간 만들기

- 흥해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페스티벌 거리 조성

- 지역정체성 회복을 위한 이팝나무축제 명소화 및 흥해읍성 복원

 예산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18 ‘19 ‘20 ‘21 ‘22년 이후
총사업비 2,257 268 507 691 481 310

재정보조 490 263 113 87 27
부처연계 828 58 75 338 236 121
지자체 839 210 170 190 108 161
민간 100 50 50

 예산 투자계획 (재정보조)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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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490 263 113 87 27
국  비 343 183 79 62 19
도  비 36.75 20 8.5 6.25 2
시  비 110.25 60 25.5 18.75 6

▶중앙정부 도움(제도, 재정, 권한) : 국토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

 연도별 성과(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임기내) ‘18 ‘19 ‘20 ‘21 ‘22

특별재생계획 승인 식 1 1
전파공동주택 매입 개소 6 6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공종 준공 설계 착공 준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종 준공 설계 착공 준공
개방형공동이용시설 공종 준공 설계 준공

지적 재조사 % 100 40 20 20 20
공동체활성화사업 공종 준공 착공 준공

종합정보 스마트라운지 공종 준공 설계 준공
스마트대피소및대피로 공종 준공 설계 준공
문화 페스티벌 거리 공종 준공 설계 준공
읍성 테마로 조성 공종 준공 설계 준공

이팝나무 축제 명소화 공종 준공 준공
현장지원센터 운영 % 80 10 20 25 25

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착공 계획
수립 지정

시행
인가

착공



 추진상황

◦ 2018. 1. : 흥해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8. 2. : 읍민설명회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2018. 3. : 주민설명회(17회) 및 설문조사(6,446세대 중 5,234세대 완료)

부처연계사업 발굴보고회, 지역기업 함께 나눔회의(1차)

◦ 2018. 4. : 국회세미나 발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특별재생제도 신설)

지역기업 함께 나눔회의(2차)

◦ 2018. 5. : 전파공동주택 지원 및 주민분담금 장기저리융자 건의(국토부, LH, HUG)

◦ 2018. 6.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항시장의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 2018. 7. : 특별재생지역 내 주민간담회(5회), 특별재생사업 업무협약 체결(포항

대학교, KT, 한동대학교 등), 흥해 특별재생 광역 자문회의(경북도), 흥해

도시재생 뉴딜 자문회의(한국토지주택연구원)

◦ 2018. 8. : 흥해 특별재생계획(안) 중간보고회(흥해 개발자문위원회, 이장협의회),

특별재생지역 재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자문위원 위촉,

포항 흥해 특별재생 자문회의(포항시), 흥해 도시재생대학 개강, 특별재생

지역 지정 공청회, 전파공동주택 사업성검토 보고회

◦ 2018. 9. :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 2018. 10. : 전문가 현장 컨설팅, 특별재생지역 지정 신청서 제출(포항시→국토부),

포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특별재생계획(안) 승인 신청서 제출(포항시→국토부)

◦ 2018. 11. : 전파공동주택 주민간담회(4회/특별재생 추진방향과 설문조사 설명)

11.15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승인(국토부→포항시)

◦ 2019. 1. : 전파공동주택 부지매입을 위한 1:1 주민면담조사

 향후계획

◦ 2019. 3. :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마산지구 정비계획용역 착수

◦ 2019. 8. : 주민면담결과에 따른 보상 협의 및 전파공동주택 매입

◦ 2019. 9. : 특별재생지역 주요 앵커시설 용역 착수

◦ 2020.~2023 : 특별재생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사업 시행

◦ 2020.~2022 : 특별재생지역 주택정비사업 마산지구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 

추진
부서

안전도시
사업과 부서장 이복길

(5580) 담당
오상찬(5582)
허정욱(5662)
김락희(3002)

담당자
김일동(5584)
오성훈(5663)
안병렬(3003)

협업
부서 도시계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