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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신규/자체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관리번호 6-1

우선순위 임기내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김대수☎5942)(윤혜린☎5944)(이태욱☎5945)
(표정록☎5947)(김미경☎5946)(이준걸☎5941)

도시재생기획 (오현석☎5912)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

추진상황(률) 추진 중(20%)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소요예산 89,600백만원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목표

  ○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뉴딜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우리구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

 사업개요

  ○ 대    상 : 감천동 천마마을, 신평동 정책이주지 2곳 시행

  ○ 사 업 비 : 896억원[재정보조 437.4(국217.7, 시108.85, 구118.85), 

공기업투자 160.9, 부처연계/지자체 289.2, 민간투자 8.5]

 세부추진계획 

  1.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감천동 천마마을)

   ○ 위    치 : 감천2동 13-1113번지 일원(112,000㎡)

   ○ 사 업 비 : 414.5억원[재정보조 250(국125, 시62.5, 구62.5),

                공기업투자 102.9, 지자체 61.6]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소방도로 개설, 경사형 엘리베이터, 스마트시티 조성 등

   ○ 추진상황

     -‘17. 12. 14. :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18. 05. 08.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고시

     -‘18. 08. 0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토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승인

     -‘18. 09. 06.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고시

     -‘18. 10. 03.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8. 12. 17. :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착수 

     -‘18. 11. 02.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18. 11. 20. : 천마마을 도시재생대학 운영

     - '18. 12. 12. :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대상지 1차 매입

     - '18. 12. 13. :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추진계획

     - '19. 01. : 공공임대주택조성 LH 실무협의

     - '19. 02. : 순환형 임대주택 1차 대상지 리모델링 공사 발주

     - '19. 03. : 소방도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실시계획 고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착수

     - '19. 09. : 소방도로 및 경사형엘리베이터 공사 착수

  2.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신평동 동매마을)

   ○ 위    치 : 신평1동 정책이주지 일원(149,600㎡)

   ○ 사 업 비 : 479.5억원[재정보조 185.4(국92.7, 시46.35, 구46.35),

                공기업 58, 부처연계 225, 지자체 자체사업 2.6, 민간투자 8.5]

   ○ 사업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재생기반 구축,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도시혁신공간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

   ○ 추진상황

     - ’18. 07. 04.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18. 07. 13. : (1차)서면평가

     - ’18. 07. 20. : (2차)현장평가

     - ’18. 08. 03. : (3차)발표평가

     - ’18. 08. 31.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18. 09. 28.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부산시 주관

     - ’18. 10. 16.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 ’18. 10. 31. : 총괄 코디네이터 위촉 

     - ’18. 11. 21. : 마을활동가 공고 및 채용

     - ’18. 12. 14.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 ’18. 12. 26.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고시

   ○ 추진계획

     - ’19. 0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

     - ’19. 0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 ’19. 03.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19. 04. :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승인(예정)

     - ’19. 06. : 사업비 확정 및 교부(예정)

     - ’19. 07. : 사업 착수



  3. 사하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추진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사 업 비 : 2억원(구비)

   ○ 주요용역과제

     - 사하구 도시재생마스터플랜 수립

     - 지역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구역 검토)

     - 각종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추진계획

    -‘19. 01. : 용역 시행계획 방침 결정 및 발주

    -‘19. 02. : 용역 계약 및 착수 

    -‘19. 03. ~ 11. : 주민설명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뉴딜사업 신청 등

    -‘19. 12. : 용역 완료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 40% 60% 80% 100%

‘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기본 및
실시설계

단위사업
추진

단위사업
추진 사업완료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사업선정,  
후속절차 

이행

국토부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단위사업
추진

단위사업
추진 사업완료

사하구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 및 활성화계획 용역

용역 발주 
및 실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및
공모 신청

【재원조달계획】

 ○ 재원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계 민선7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9,600 89,600 11,168 19,786 31,640 15,732 11,274

재정

보조

국비 21,770 21,770 4,900 5,200 7,780 2,610 1,280

시비 10,885 10,885 2,450 2,600 3,890 1,305 640

구비 11,085 11,085 190 2,654 6,296 1,305 640

공기업투자 16,090 16,090 5,860 4,830 3,600 1,800
부처연계/

지자체 28,920 28,920 3,628 3,260 8,632 6,700 6,700

민간투자 850 850 212 212 212 214



 ○ 천마마을(2017년 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계
민선7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1,450 　 41,450 11,118 12,420 13,452 4,460 　

재정

보조

국비 12,500 　 12,500 4,900 2,500 3,770 1,330 　

시비 6,250 　 6,250 2,450　 1,250 1,885 665 　

구비 6,250 　 6,250 140 2,310 3,135 665 　

공기업투자 10,290 　 10,290 　 5,360 3,130 1,800 　

지자체 6,160 　 6,160 3,628 1,000 1,532 　

 ○ 동매마을(2018년 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계
민선7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7,950 47,950 50 7,166 18,188 11,272 11,274

재정

보조

국비 9,270 9,270 2,700 4,010 1,280 1,280

시비 4,635 4,635 1,350 2,005 640 640

구비 4,635 4,635 50 144 3,161 640 640

공기업투자 5,800 5,800 500 1,700 1,800 1,800

부처연계/
지자체 22,760 22,760 2,260 7,100 6,700 6,700

민간투자 850 850 212 212 212 214

 ○ 사하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 용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계 민선7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00 200 200

구  비 200 200 200

【추진실적】 

 ○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 선정(감천동 천마마을) ▷ 2017.12.14.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신평동 정책이주지) ▷ 2018.08.31.



【문제점 및 대책】

 ○ 천마마을(2017년 선정)

    - 사업시행을 위한 매칭 구비 확보 어려움

      ⇒‘19년 1회 추경 편성 등 지속적 확보 

    - 공공임대주택 60호 조성 사업 LH 협약 체결 지연

      ⇒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LH 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협약 체결

【금후계획】

 ○ 천마마을 실시설계, 부지 보상 등 단위 사업 추진

 ○ 동매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및 하반기 단위사업 추진

 ○ 사하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19년 연간추진계획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분기별 계획
1/4 2/4 3/4 4/4

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감천동 천마마을)
6,060

·실시설계
·보상착수
·순환형임대 
주택리모델링
·스마트시티 
조성 용역 착수

·스마트시티 
조성 
세부사업별 
실시설계 발주 

·순환형 임대 
주택 운영
·소방도로 및 
경사형EV 
공사 발주

·보상 완료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평동 동매마을) 4,19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현장지원센터 
개소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예산 편성

·기본 및 
실시설계

사하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0 ·용역발주

·착수
·주민설명회 ·중간보고 ·완료 보고

【구민소통 실적】

설명회, 보고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9회 3회 4회 14회 3회

【기대효과】

 ○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 물리적·경제적·사회적 도시 쇠퇴를 극복하고 활력 회복

 ○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 실현



【사업구상도】

감천동 천마마을

신평동 정책이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