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정상화
  

○ 최근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출구전략 및 사업방식 다양화 등

주민 다수 의사가 반영되도록 탄력적 행정 지원

○ 정상 추진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마련

및 신속한 행정 절차 지원

 사업개요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8개 구역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개 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 -------------------------------- 4개 구역

 추진전략

○ 사업 부진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한 출구전략 시행

○ 정상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와 사업성 개선, 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정비기금 3,074 1,049 125 900 800 100 100

   ※ 정비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보조금 지급, 매몰비용 지급 등 



 연도별 실행방안

연도별 추    진    계    획 비 중

2014년
 ○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 사업주체 미구성 구역 주민 설문조사 실시
 ○ 주민 의사 반영한 출구전략 검토

20%

2015년
 ○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른 출구전략 도입

20%

2016년  ○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지속추진
 ○ 정상 추진 사업구역에 대한 행정 지원 20%

2017년  ○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변경 등 수립
 ○ 정상 추진 사업구역에 대한 행정 절차 지원(계속) 20%

2018년 
~

 ○ 사업시행인가 : 6개소      ○ 관리처분인가 : 3개소 
 ○ 착공 : 2개소              ○ 준공 : 1개소 20%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정비사업 지연 및 구역 해제로 인접한 기반시설(도로 등)미확보로

주민 불편사항 발생 및 계획도시 차질 우려

-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인한 매몰비용 대책 수립 필요

- 매몰비용, 기반시설 지원 등을 위한 정비기금 부족 예상

○ 대책

- 정비사업 지연 및 해산된 지역의 미설치 기반시설은 시 및 도정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정상 추진 구역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 유도

- 지연 사업구역은 주민의견 반영 출구전략 및 구시가지 개별 정비 시행

- 정비기금 추가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도정법 제82조)

▶ 추진부서 : 건축과 재건축팀,재개발팀(☏345-3496,3491)

최종목표 사업시행인가 6개소, 착공 2개소, 준공 1개소, 구역 환원 3개소
(2018.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