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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개 시·도와 도시재생 뉴딜 간담회 개최
- `19년에 단위사업 216개 착공, 46개 준공 등 성과
- `20년 중앙선정 사업 수시접수·선정, 뉴딜사업별 연차평가 실시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는
(

)

`19년

시·도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과

`20년 추진계획을 공유·점검하기 위해
`20년 1차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하는

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

【`19년 뉴딜사업 추진 실적】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여 총

284곳의

12월에

선정한 신규제도 시범사업

뉴딜사업을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18곳을

포함

`19년말까지

95개 사업을 착공하였다.
ㅇ

또한, 각 사업지를 구성하는 단위사업* 기준으로는

`19년까지

총

216개가 착공되었고, 그 중 46개는 준공되었다.

* 각 사업지는 10개 내외 단위사업으로 구성(예 : 주차장, 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등)
< `19년 주요 준공 단위사업 >

①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경남 통영) : 폐조선소
부지의 본관동을 리모델링하여 재취업과
창업교육,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창업 LAB이
조성되고, 통영의 미래를 이끌 12개 교육·
실습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12스쿨 기획운영
센터’가 구축되어 지역 활력회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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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포역 광장 활성화 사업(부산 북구) : 노후된
구포역 광장을 리모델링하여 “2019 부산거리
예술축제”, “2019 국제 수제맥주 마스터스
챌린지”, 주말 버스킹 등 지역주민들 간
소통과 관광객 유치, 지역상권 활성화 등
유도
③ 상품고도화 LAB 구축 사업(세종 조치원)
: 노후 연탄공장을 창업 지원과 주변상인
교육을 위한 장소로 리모델링하여 현재
창업희망자 20여명을 선발하고 창업아이템
개발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

`19년

시·도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 부산, 대구, 인천 등은 다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고려하여 `20년 신규
사업 선정 시 시·도별 예산 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실적이 부진한 시· 군· 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미흡한 경우

`20년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

이다.

* 서울(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은평구), 부산(강서구, 금정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서구, 중구), 대구(동구, 서구), 인천(계양구, 동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 중구), 광주(동구),
대전(유성구, 중구), 울산(남구, 울주군), 경기(안산, 화성), 강원(삼척, 태백), 전북(익산,
정읍), 경북(고령), 경남(거제)
【`20년 뉴딜사업 추진 계획】

□

`20년

신규사업은 중앙정부 선정사업의 경우 수시 접수하여 3월과

6월, 12월에 선정하고, 시· 도 선정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9월말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과 기준 등은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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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화)

설명회*를

□ 전국

284곳의

뉴딜사업지 내 3천 개가 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내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
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지금까지 선정된 뉴딜사업에 대해 2월까지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 사업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올해

뉴딜사업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관리를 면밀히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라
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
재생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044-201-4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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