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업-75   

       

 출산·육아·여성창업 하나로 

「육아복합마더센터」건립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예산구분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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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부)
● ● ●

◦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정보교류 · 공동육아 · 여성창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센터 건립 필요성 대두

◦ 심각한 인구감소, 특히 젊은 세대 이탈이라는 지역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복합마더센터를 설치,

젊은세대를 위한 육아환경개선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흥해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일원(흥해읍 마산리 62-2 대성아파트)

◦ 사업기간 : 2019～2022 (4년간)

◦ 사업내용 : 연면적 900㎡, 지상 1층

◦ 총사업비 : 16억원(시 16)

(※ 향후 행안부· 도 저출산 대책 공모사업 또는 마중물사업으로 재원조달 가능)

◦ 센터구성 

세부사업명 면적(㎡) 주 요 사 업 내 용

마더센터 및 사무실 400 여성창업지원(카페), 공부방, 소모임방,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도서관 200 공동육아 나눔방 및 도서 대여, 독서프로그램 운영

육아용품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200
육아용품 및 장난감 상시대여
(카시트, 보행기, 유모차 등)

강의실 100 여성창업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의 및 실습장



◦ 사업지 위치

- 추진사유 : 지진피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에 따른 젊은 도시

이미지 개편 필요(청년창업, 청년주택, 시립어린이집과

연계해 육아여건 개선하여 도시재생 건립)

- 흥해읍인구 : 33,494명, 포항시 인구의 6 % 차지

- 지리적특성 : 흥해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일대가

도시재생으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신도시로 탈바꿈

- 강점 : 지진피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사업

으로 건립 가능

 예산투자계획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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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16 10 6

시  비 16 10 6

▶중앙정부 도움(제도, 재정, 권한) : 국토부의 재정적 지원(마중물사업) 필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8 ‘19 ‘20 ‘21 ‘22년 

세부계획 4,114

부지매입 810 12월

설계용역 64 2월

건물신축 1,620 5월 5월

리모델링공사 1,080 7월

비품구입 540 12월

센터개소 3월

※부지매입, 설계용역, 건물신축비(25억)는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마중물사업)으로 재원조달가능

※ 리모델링 및 집기비용(16억)은 향후 행안부· 도 저출산 대책 공모사업으로 재원조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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