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업 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까지
소요사업비

2014년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

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사업

308 1.3 83 225 2015 2010 15

국민체육센터건립 42 20 42 0 2013 2011.2013 82

반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7 17.2 19.3 0.5 2014 2010 30

산촌문화누림터조성 562 7 8 527 2017 2011 15

영양고추ㆍ연테마파
크

 조성사업
74 28 69 5 2015 2009 45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별첨서식 참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강덕원

(☎680-6431)

  ○ 해당사항 없음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유교적 식문화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음식디미방을 활용하여 3대문화권 
     대표 음식문화를 계승,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전통음식 계승
     발전과 관광객 체험다양성 확보 및 전통한식의 저변확대 도모 

□ 사업개요

□ 향후계획

  ○ 2013.10월 공사발주 및 입찰

  ○ 2013.12월 공사착공(2015.12 준공예정)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기간 : 2011 ~ 2015  ○ 위치 : 영양군 석보며 원리리 산7번지 일원

  ○ 시공사 : 설계중

  ○ 사업규모 : 대지면적 33,719㎡, 건축 연면적 5,514㎡(지상1,826㎡, 지하3,688㎡)

                전통음식체험공간조성, 전통휴양공간 조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761백만원(국비 20,261, 시도비 2,605, 시군구비 6,078, 기타 1,817)

  ○ 현재까지집행액 : 1,296백만원[2012년(국비130백만원)][2013년(국비1,129백만원,지방비37)]

□ 사업변경 내역

  ○ 향후 소요액 : 22,461백만원
                  [2014년:4,000백만원(국비2,800, 도비360, 군비840)]
                  [2015년:18,442백만원(국비11,638백만원, 도비1,496, 군비3,491, 민자1,817)]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기반조성공사 완공(2013.4)

  ○ 건축부문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중(95%)



사업명  영양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이현규

(☎680-6452)

당초 변경

                1층 - 헬스클럽(217㎡), 탈의실/샤워실, 취미/강의실, SH0P 등

                2층 - 다목적체육관(701㎡), 운동기구실, 코치/사무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100백만원(국비 3,200, 군비 900)

○ 총사업비 : 3,700백만원
             (기금3,200,지방비500)  
○ 부지면적 : 23,564㎡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2. 12월

○ 총사업비 : 4,100백만원
             (기금: 3,200, 지방비900)
○ 부지면적 : 28,691㎡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3. 12월

  ○ 지금까지 집행액 : 1,995백만원
                       [2011년(국비79)]
                       [2012년(국비1,837, 군비79)]

  ○ 향후 소요액 : 2,105백만원(국비1,284, 군비821)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사업확청(‘11. 02월)
  ○ 지방재정투융자심사(‘11. 04월)
  ○ 현상설계공모(‘11. 05월 ~ ‘11. 06월)
  ○ 설계용역 (‘11. 08월 ~ ‘12. 02월)
  ○ 실시계획인가 (‘12. 05월)
  ○ 도원가심사 및 일상감사(‘12. 05월 ~12. 06월)
  ○ 공사계약 및 착공(‘12. 06월)

□ 향후계획
  ○ 완공('13. 10월 21일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기간 : 2011.1~2013.12 ○ 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35-1 

  ○ 시공사 : ㈜승지토건

  ○ 사업규모 : 지상2층 / 부지 28,691㎡, 연면적 1,975㎡, 건축면적 1,18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영양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건강한 군민을 
     양성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강화

□ 사업개요



사업명  반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담당자 
환경보전과 김관수
(☎054-680-6181)

  ○ 2013. 2. 14. : 사업비 변경
    당초 7,980백만원에서 3,699백만원 변경됨(변경사유 : 환경부 기술검토 과정에서 변경 됨)

  ○ 감천 지평보하류숲 공사 진행 중

□ 향후계획
  ○ 순차적 공사 시행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사업개요

  ○ 기간 : 2010 ~ 2014 ○ 위치 :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일원 
  ○ 시공사 : 성진건설㈜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 L = 3.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3,699백만원(국비 2,589, 시도비 222, 시군구비 888)

  ○ 지금까지 집행액 : 3,645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2010년도 : 300(국 100 도  9 군 191)
      - 2011년도 : 719(국 503 도 43 군 173)
      - 2012년도 : 700(국 490 도 42 군 168)
      - 2013년도 : 1,926(국 1,348 도 115 군 463)

  ○ 향후 소요액 : 54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2014년도 : 54(국 148 도 13 군 -107)

  ○ 계속된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하천환경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보전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명  아름다운소하천(산운천)가꾸기 사업 담당자 
건설재난관리과
최정웅(☎680-6731)

□ 사업변경 내역

  ○ 향후 소요액 :     1,868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해당없음

  ○2012년까지 실시설계 및 보상, 하천정비(제방 L=1Km)

  ○2013년 하천정비(제방 L=1.155Km, 교량)

□ 향후계획

  ○ 2013년 준공예정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8%)

□ 사업개요

  ○ 기간 : 2012년02월27일 ~ 2014년02월26일  ○ 위치 : 영양군 청기면 산운리
 
  ○ 시공사 : 일산건설(주)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4.65km, 소교량개체 : 9개소, 소공원 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400백만원(국비 3,200백만원, 군비 3,200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 :     4,532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하천의 기능인 이수치수환경을 조화롭게 함은 물론 유지용수 확보, 생태
     하천의 조성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명  산촌문화누림터조성 담당자
지역개발과

이상윤(☎680-6334)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중간평가 용역내 재진단후 사업추진

  ○ 2011. 02.    : 간이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완료

  ○ 2011. 07.    :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행정안전부) 완료

  ○ 2012. 02.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향후계획

  ○ 2012.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향후 소요액 :  55,365백만원

  ○ 총사업비 : 56,167백만원(국비 33,196, 도비 4,323, 군비11,364, 기타7,284)

  ○ 지금까지 집행액 :  802백만원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탈 도시화에 따른 수요를 대상으로 영양만이 가지고 있는 정감, 운치,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오지의 자연, 문화, 농업을 생명 중심의 테마로 관광자원화하여 지역
     브랜드 창출

□ 사업개요

  ○ 기간 : 2012~2017            ○ 위치 : 영양군 영양읍 일원 

  ○ 시공사 :도화엔지니어링 

  ○ 사업규모 : 270,000㎡



사업명  영양 고추.연테마파크 조성사업 담당자
지역개발과과 

이희정(☎680-6332)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3.07.05. 1차분 준공

  ○ 2013.07.01. 2차분 착공

□ 향후계획

  ○ 2차분 토목 및 조경 사업 시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 지금까지 집행액 :  3,678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향후 소요액 :     3,822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총사업비 : 7,500백만원(광특 3,000, 도비 900, 시군비 3,6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기간 : 2010~2015년   ○ 위치 :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일원  
 
  ○ 시공사 : 신광종합건설주식회사

  ○ 사업규모 : 18ha (180,000㎡, 54,545평)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 특산물인 고추와 연을 활용한 테마공원

□ 사업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