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  도시재생뉴딜, 전선지중화, 간판개선사업 등 조기완료

사업기간 2020. ~ 2026. 총사업비(백만원) 41,516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예산구분
중앙정부협조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예산 비예산

○ ○ ○ ○ 재정지원

사업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이행률

○

주관부서
 도시과장 황재극(6340)  도시재생팀장 김정민(6241) 담당자 최승복(6242)

 도시과장 황재극(6340)  도시개발팀장 권기량(6948) 담당자 김성욱(6233)

 건축과장 권영익(6350)  건축행정팀장 박미옥(6356) 담당자 황미영(6937)

 목적 및 필요성

  m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및 노후 시가지의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 경쟁력 강화

  m 예천읍 시가지 및 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에 난립하여 있는 전신주·통신주

     지중화 및 도시경관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m 원도심 간판개선으로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20. ~ 2026.(6년간)

  m (위    치) 예천군 일원

  m (사 업 비) 41,516백만원(국비 11,008 도비 2,738 군비 16,770 기타 11,000)

  m (사업내용) 

    - 예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2021~2024, 15,200백만원)

    - 그린뉴딜 예천읍 전신지중화 사업(2020~2023, 20,000백만원)

    -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2014~2026, 6,316백만원)

      ※ 기투자(3,416백만원) 포함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투자계획

임기후
‘22년
하반기

‘23년 ‘24년 ‘25년 ‘26년

계 41,516 17,310 14,339 6206 2461 600 600

국비 11,008 2,847 3,321 2823 1417 300 300

도비 2,738 1,012 919 621 186 - -

군비 16,770 7,804 5,746 1762 858 300 300

기타 11,000 5,647 4,353 1000 - - -

 연차별 추진계획

  m 임기 내 목표

    - 도시재생뉴딜 : 사업완료(2024년)

    -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 사업완료(2023년)

    - 간판개선사업 : 미사업구간 연차별 추진

  m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추진목표

(도시재생뉴딜)

거점시설 착공

 및 운영

거점시설 준공

 및 운영

거점시설 준공

 및 운영
- -

추진목표

(그린뉴딜)

2차년도 준공 /

3차년도 착공
3차년도 준공 - - -

추진목표

(간판개선)
사업추진 공모신청

공모신청/

사업추진

공모신청/

사업추진

공모신청/

사업추진



 세부추진실적

연도 월 추진실적 비고

 ◈ 예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

3월 ○ 남본시장 진입로 개설 완료

4월 ~  7월 ○ 거점시설 인반설계 공모 및 제안공모 추진

6월 ~ 12월 ○ 단샘어울림센터 리모델링공사 완료

6월 ○ 한우왕조2000 실시설계 추진

2022년
1월 ○ 단샘어울림센터 정상 운영

6월 ○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공사 착공

 ◈ 그린뉴딜 예천읍 전선지중화 사업

2021년

1월
∙ 2차년도 사업 승인 (한전⇒예천군)

∙ 2차년도 사업 협약 체결 (예천군⟺한전)
시장로

2월
∙ 2차년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용역업체 : ㈜세원 대표 박희수 / 용역비 : 30백만원
시장로

3월
∙ 2차년도 사업 확정내시 반영 (국⸱도비 : 1,099백만원)

∙ 2차년도 사업 협약 체결 (예천군⟺통신사)
시장로

7월 ∙ 3차년도 사업 신청 (예천군⇒한전) 효자로

9월
∙ 2차년도 사업 공사 발주 

  - 시공업체 : ㈜일토종합건설 대표 김주윤 / 도급액 : 442백만원
시장로

10월 ∙ 1차년도 사업 완료 중앙로

11월 ∙ 2차년도 사업 업무회의 개최 (예천군·한전·통신사) 시장로

2022년

1월 ∙ 3차년도 사업 승인 (한전⇒예천군) 효자로

3월
∙ 3차년도 사업 확정내시 반영 (국⸱도비 : 1,957백만원)

∙ 3차년도 사업 협약 체결 (예천군⟺한전)
효자로

5월

∙ 3차년도 사업 협약 체결 (예천군⟺통신사)

∙ 3차년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용역업체 : ㈜세원 대표 박희수 / 용역비 : 35백만원

효자로

 ◈ 간판개선사업

2021년
2차 효자로 

간판개선사업

- 대상구간 : 농협군지부 옆 ~ 영남의원 옆

  (93개 업소, 188개 간판)

2022년
시장로 

간판개선사업

- 대상구간 : 삼성의료기 ~ 한전 삼거리

  (116개 업소, 132개 간판)
진행중



 향후 추진계획

연도 월 추진계획 비고

 ◈ 예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2년
8월 ○ 범죄환경안심거리 조성사업 추진

12월 ○ 한우왕조2000 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

2023년

1월 ○ 한우왕조2000 조성공사 착공

3월 ○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준공 및 운영

4월 ○ 맛고을거리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추진

2024년

1월 ○ 시장센터 조성 추진

3월 ○ 공공시설물 개선(VMS, 기후대응형버스쉘터) 

11월 ○ 한우왕조2000 조성공사 준공 및 운영

 ◈ 그린뉴딜 예천읍 전선지중화 사업

2022년 12월 ○ 2차년도 사업 완료 시장로

2023년 12월 ○ 3차년도 사업 완료 효자로

 ◈ 간판개선사업

2022년

7월 ○ 시장로 간판개선 사업 디자인 완료

8월
○ 시장로 간판개선 사업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

○ 2023년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9~12월 ○ 시장로 지역 간판개선 사업  제작·설치 완료

2023년
1월

○ 공모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주민설명회, 디자인 컨설팅, 등)

2월 ○ `24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 신청

2024년 ~ 
2026년 - ○ 사업 대상지 발굴 및 공모 신청

 문제점 및 대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m 주요 거점시설인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공사 사업비 부족 

    ⇒ ’22년 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830백만원 확보 예정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m 사업대상 지구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공사로 인한 매출 부진 및 

통행 불편 등으로 다수의 민원 발생 / 관로 매설 터파기 시 생활에

     밀접한 각종 지하 시설물(상수도관, 오수관, 통신관, 도시가스관 등)과 

저촉으로 사업 진행 일정 지연

    ⇒ 사업 전담인력을 현장에 상주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

       시설물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진행 가속화

 <간판개선사업>

  m 2023년 간판개선 공모사업 미선정(사업대상 : 우리부동산↔예천천막사, 

      새대구숯불갈비↔태창떡방앗간) 

    - 3년 연속 공모선정으로 시·군간 형평성 고려(미선정 사유)

     ⇒ 향후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로 사업 추진 

    - 23년도 경상북도 경관디자인사업 공모 예정

 기대효과

  m 원도심 정주여건 향상 및 지역경기 활성화로 도시 활력 증진

  m 시가지 내 불량경관 정비로 깨끗한 지역 이미지 제고

  m 기존 간판개선과는 다른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상권 활성화

     및 지역명소 거리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