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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사업 새소식주거재생사업 새소식주거재생사업 새소식

○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구역(187개소)

   ･ 구역수 : 187개 촉진구역

   ･ 추진위승인 : 174개소(93%) *누계

   ･ 조합설립 : 122개소(65%) *누계

※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계획사업,시장정비사업 제외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가. 개최일시 : 2011. 8. 23(화) 15:00

 나. 장   소 : 서소문청사 기획상황실

 다. 참석대상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25명

 라. 안   건 : 8건 (심의6, 자문2) 

 - 거여마천지구 거여2-2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심의

 - 장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심의

 - 노량진지구 노량진2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심의

 - 신길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 심의

 - 아현지구 아현3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심의

 - 아현지구 마포로6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심의

 - 아현지구 염리3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자문

 - 방화지구 긴등마을3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자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2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심의

○ 변경사유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가구 수 계획, 건축물 

배치, 형태, 층수 변경

  -오금로 확폭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심의(안)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234번지 일대

  - 면적 : 61,596.0㎡(18,633평)

  - 용도지역 : 제2종(12층)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변경(안)

  ･ 용도지역(도로) : 3종→2종 일반주거

  ･ 용적률 : 250.0% 이하 →277.1% 이하

  ･평균층수 : 22층 이하→26층 이하

  ･주택공급 : 986가구→1,199세대(213세대 증가)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심의

○ 변경사유

 - 우이천변 정형화에 따른 구역계 조정

 - 치안센터 부지 확보(신설), 청소년수련시설 진입로 개선 

 - 획지(1-2) 용도변경 : 근생 → 복합용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 심의(안)

 - 위치 :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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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 : 80,479.6㎡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안)

  ･주택공급 : 733세대→803세대(증 70세대)

  ･주용도 : 일부 업무시설→ 도시형생활주택(12세대)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의견제시 :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안전을 고

려하여 전면도로에서 무단좌회전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중앙분리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람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2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심의

○ 변경사유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 용도지역 상향, 건축계획 변경, 도시재정비소위

원회 자문내용 조치사항 적정여부

○ 심의(안)

  - 위치 :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 면적 : 16,343㎡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

  - 변경(안)

   ･용적률 : 250.0% 이하→414.0% 이하

   ･동수 : 2동 →3동

   ･주택공급 : 199세대→395세대(장기전세 103세대)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보도변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건축심

의시 반영할 것. 이면도로(12M) 교차로에 U턴설

치를 검토할 것. 준주거지역내 밀도경계에 따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밀도계획을 수립할 것.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는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

할 것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 변경사유

 - 주민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결정 요청

한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상정

○ 심의(안)

 -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254-7 일대

 - 면적 : 207,847㎡

 - 용도지역 : 근린상업,준주거,제2･3종일반주거지역

 - 정비수법 : 지구단위계획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 도로3개 신설, 주차장1개 신

설, 공원3개 신설 등

  ･ 건축물계획 : 최고높이  80m→60m

  ･ 특별계획구역 : 사러가 시장 전면부와 이면부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신길6지구 내 블록개발 추진 시 기반시설의 연속

성 확보를 위해 6개 블록 전체에 대하여 주민의

견 등을 반영한 세부 개발계획안을 제시토록 지침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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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아현3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심의

○ 변경사유

  -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 하고자 함.

  - 교육청과의 협의결과(신설초등학교 시설 불필요)에 

따라 용도 변경 하고자 함.

  - ‘11. 7. 26. 건축+교통 통합심의 사항을 반영

○ 심의(안)

  - 위치 : 아현동 635번지 일대  

  - 면적 : 207,415.6㎡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

  - 변경(안)

  ･ 용적률 : 230.92% ⇒ 259.92%

  ･ 주택공급 : 3,063세대 ⇒3,867세대

  ･ 용도지역 : 2종 7층 → 2종 12층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마포로6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심의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 기

준」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검토하

여 상정함

○ 심의(안)

 - 위치 : 공덕2동 385번지 일대 

 - 면적: 16,857㎡

  - 용도지역: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사업방식 : 도시환경사업

 - 변경(안)

  ･ 용적률 : 400%⇒485.85%이하

  ･ 최고높이 : 70m(25층 이하)→117m(33층 이하)

  ･ 주택공급 : 198세대 ⇒470세대(272세대 증가)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획지2 후면 공원의 돌출부분을 공원에서 도로로 

수정할 것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염리3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 변경사유

  -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배치계획 및 주동 건

축물 형태변경과 층수조정,  연면적, 세대수 증가

(증250세대, 1,402 ⇒ 1,652),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 2011. 5. 23. 소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재상정

○ 자문(안)

  - 위치 :염리동 507번지 일대 

  - 면적 :87,840㎡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

  - 변경(안)

   ･용적률 : 26.99% ⇒ 2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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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 1,402세대⇒1,652세대(250세대 증가)

   ･ 도시계획 : 도로 공원 등 1,444㎡ 증가

○ 자문결과 : 조건부 자문

- 도로 확폭(15m→16m)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 단지내 보행통로(엘리베이터)부분 단면도 작성 검

토할 것

- 남측 건축물 배치 4개동의 동간거리 및 단면도 작

성 검토할 것

- 110동 지하부분 사용용도를 재검토할 것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긴등마을3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자문

○ 변경사유

  -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등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법적상한용적율을 적용하

여 용적률, 세대수, 건축계획 등 촉진계획 변경

에 대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상정

○ 자문(안)

  - 위 치 : 공항동4-8번지 일대

  - 면 적 : 31,668.0㎡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15층)

  - 사업방식 : 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안)

   ･ 용적률 : 205.20%⇒/244.73%

   ･ 주택공급 : 497→600세대

   ･ 최고높이 :  15→15층(공항고도지구) 

○ 자문결과 : 조건부 자문

  - 주변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어울리는 계획이 

되도록 할 것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1○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1
구역)변경 결정(안) 결정(안) 신구역)변경 결정(안) 결정(안) 신
청에 따른 협의청에 따른 협의

- 위치 : 동대문구 휘경동 243번지 일원

- 면적 : 12,926.8㎡

- 용적률 : 250%→265%이하

- 건폐율 : 21%→30%이하

- 최고높이 : 19층→20층이하

- 주택공급 : 289세대→299세대

- 협의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공원조성과

- 협의기간 : 19일~26일까지

○ 건축위원회(통합)심의 요청○ 건축위원회(통합)심의 요청

❚가재울뉴타운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 면 적 : 53,070㎡

- 건폐율 20.79% 

- 용적률 249.34%

- 연면적 : 연면적 164,808.36㎡

- 규 모 : 지하4층/지상25층. 아파트 10개동 948세 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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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28 - 12번지 일대

- 용도지역 : 재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면   적 : 43,722.00㎡

- 대지면적 : 28,777.00㎡ 

- 연 면 적 : 133,423.71㎡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29층  공동주택, 종교,공공청사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 사업면적 : 94,245㎡

- 대지면적 : 73,369㎡

- 건폐율 : 18.47% 

- 용적률 : 264.26%

- 연면적 : 185,385.57 ㎡ 

- 건축규모 : 아파트 23개동, 지하3층/지상32층. 공동

주택 18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행정소송 선고결과(2건)○ 행정소송 선고결과(2건)

  - 사   건 : 2010구합43860(청량리지구)

             재정비촉진구역결정(변경)처분취소

  - 원   고 : ooo외8인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 변론종결 : 2011.7.14

  - 판결선고 : 2011.8.18

판결결과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요내용

1. 원고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

민들이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

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12조에 따르면 제안규

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의 계획 처분 시 구체적 계획방안에 대하

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협의하도록 한 것은 협

의내용에 따라 이 사건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

거나 발생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수의조

건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가 이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자들의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익

형량을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

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건 : 2010구합43853(청량리지구)

             재정비촉진구역결정(변경)처분취소

   - 원   고 : ooo외4인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 변론종결 : 2011.7.14

   - 판결선고 : 2011.8.18

판결결과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요내용

※ 위 사건(2010구합43860)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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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한남구역「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활용,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착수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활용한 개략 

분담금 사전 공개

 - 구역별 부동산의 유형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

자료 조정하여 분담금 추정 가능

 - 추진위·조합, 정비업체 관련자 대상 프로그램 

활용 교육 지속 실시

 - 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는 모두 적용 대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신규지정

◦ 구역명 : 성북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 면적 : 74,754.4㎡

◦ 건축시설계획

 - 용적률 : 택지1 90%이하, 택지2 100%이하

 -높이 : 20m이하, 4층이하

 - 건립세대수 : 410세대

 ※ 택지2는 한옥조성지로 단독주택(주택유형:한옥)을 

최소 50호 이상 건립

◦고시일 : 서울시보 2011-237호(2011.8.18)

  ☞ 문의) 주택본부 한옥문화과 3707-850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신규지정

◦ 구역명 :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위치 :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 면적 : 23,957㎡

◦ 건축시설계획

  - 용적률 : 정비계획 204%이하, 예정법적상한 227%이하

  - 높이 : 52m이하, 평균 13층이하 (최고16층)

  - 건립세대수 : 362세대

 ◦고시일 : 서울시보 2011-239호(2011.8.18)

  ☞ 문의) 주택본부 주거재생과 3707-8493

   
[보도자료]
성수․한남구역 투명한 분담금 공개로 

조합설립 첫 걸음

서울시는 31일 공공관리 시범사업 구역인 한남 재정

비촉진지구내 한남 2,5구역을 시작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조합설립 동의 절차

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관리 시범구역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소와 한

남재정비촉진구역 5개소 등 9개 구역인 바, 한남 2

구역은 지난달 8월 12일, 5구역은 8월 22일부터 개

략적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동의서를 받기 시작

함에 따라 본격적인 조합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아직까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들어가지 않은 한

남 3,5구역과 성수 1구역도 9월부터는 조합설립 동

의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활용한 개략 

분담금 사전 공개

이번 성수․한남 구역은 동의서 징구시 「사업비 및 분담

금 추정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

비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개략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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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구역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동

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모든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가격

자료를 제공하였다. 

추진위원회가 이 자료와 정비계획 내용과 주변 부동

산 시세를 조사하여 프로그램 상에 입력하면, 분양

수입과 사업비를 추정하고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이 

산출된다. 

개별 분담금 = 분양희망주택가액 - 전체사업수익 × 개

별 조합원의 자산 비율

그동안 많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주민

들에게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관

리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분담금에 대한 불

만으로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나, 서울시는 공공관리

제도 시행과 함께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적인 사

업비용과 분담금 내역을 모두 클린업시스템을 통하

여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구역별 부동산 유형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자료 

조정하여 분담금 추정 가능

시는 한남과 성수구역의 분담금 산정을 위해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남구역은 대부분이 단독, 다세대 등으로 이루어져 

시에서 제공한 부동산 가격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

으나, 

성수구역은 구역내 부동산중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아파트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분담

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될 우려가 제기되어, 감정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10개 부동산 종류별로 별도의 

보정률을 산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시에서 제공한 부동산 가격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자인 자치구청장

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정률을 활용할 수 있다.

추진위․조합, 정비업체 관련자 대상 프로그램 활용 

교육 지속 실시 

시는 성수․한남 시범구역의 프로그램 활용 사례를 정

비업체 임직원과 추진위․조합 임원 등 관련자를 대상

으로 전파하고 타 구역의 참고사례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5~7일까지 정비업

체 임직원 대상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9일에는 추진

위․조합 임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10월에 실시하는 ‘찾아가는 공공관리’ 와 병행하여 

추진위나 조합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

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는 모두 적용 대상

추진위원회나 조합 중「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작년 7월 16일 현재 조합이 설립

되지 않은 구역은 모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개략분담금을 공개해야 한다.

프로그램 활용 대상 구역은 143개 추진위원회 및 조

합으로 이중 앞서 분담금을 공개하고 조합설립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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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정 완화 

적용하여 자발적 정비유도

 - 주민협정을 통하여 휴먼타운 조성사업 안정적 추진

 - 양호한 저층주거지 환경보존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 

절차를 진행중인 고덕 1, 2-1, 2-2구역과 이번에 추

정 분담금을 공개한 한남 2,5구역을 포함한 10개 

구역이 개략 분담금을 확정하였으며, 

성수 4개 구역을 포함한 18개 구역이 조만간 개략

분담금을 확정하여 9월중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

다.

이들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까지 프로그램을 통

해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 김승원 공공관리과장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며 공공관리 시범구역이 조합설립과정에서 개략적

이나마 개별 추정 분담금을 알리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기간이 대폭 단

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말까지 공공관리자인 자치구청과 활용주체

인 추진위․조합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용교육을 실

시하여 조합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 2171-3639

[보도자료]
마포 연남동․서대문 북가좌동에

 ‘휴먼타운’ 조성 된다

서울시는 2011. 8. 24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를 개최하여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 

82,900㎡,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번지 일대 

43,560㎡에 대한 「서울휴먼타운(마포구 연남동, 서

대문구 북가좌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

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지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저층주거

지 밀집지역이다.

연번 자치구 위   치 규모
(면적/세대수)

용도지역

1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82,900㎡
/1,325세대 제2종일반

2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일대 43,560㎡
/641세대

제2종일반
제3종일반

휴먼타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서울시는 양호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보존을 

위해 휴먼타운 사업구역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

로 지정하여 기존건물 리모델링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 안의 공

지 등을 완화해주고  또한, 신축시에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립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

분의 110 범위내에서 완화해 줌에 따라 신축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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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시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휴먼타운 취지에 맞

게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토록 하였다.

특히, 도로의 사선제한으로 기형적으로 잘린 건축물

을 양산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가로별 최고높이를 

지정해주는 방식을 택하여 향후 불법증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그동안 불법소지가 많은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과 공공시설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지속가능

한 휴먼타운을 만들어 갈 것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휴먼타운을 위한 주민 협의체 구

성 ․ 운영

휴먼타운 조성을 위해 주민대표들과 서울시가 머리

를 맞대고 지역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주

민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주민협의회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느낀 문제점

들을 제시하고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P)와 시․구 

관계자간 10여 차례 이상 협의 과정을 통해 계획

(안)을 마련하였다.

주민협정을 위한 지침안 마련을 통해 공공사업지원

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민과 관이 상호 협력해 가는 

서울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이 되도록 할 것이다.

주민협정이란 지역의 특성강화 및 주민참여에 의한 

계획실현을 목적으로 지역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건

축물 가이드라인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을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휴먼타운에서는 가로별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 등을 통해 그린파

킹과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주민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 골목길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CCTV, 전선지중화  등 기반시설 

확충

휴먼타운 시범사업은 기존의 저층 주거지는 보존하

면서 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선

지중화, 주민편의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공부방 등), 

CCTV 등 보안․방범시설, 그린파킹 등의 주차편의 

설치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역별 대표가로를 선정하여 전선지중화, 보도개선, 

소광장을 조성하고 구역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여 가로환경 정비와 주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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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한 32개소 중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통해 최종 결정

 → 4. 14 발표한「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일환...

    장기적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

-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 낮은 

정비예정구역 대상

- 강북구‧마포구 등 14개구 31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

총 41.3ha 달해

- 주민 찬‧반 갈등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

-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기대

교의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해당구역의 담장허물기 및 그린파킹을 의무화

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담장허물기와 그린파킹 실시지역은 전 구역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대폭 설치하여 방범 및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하

였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연내 사업 착수 예정

이번에 수정가결한 “서울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안)”은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결정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

다.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

고 연내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환경과 2171-2678

주요정책 뉴스주요정책 뉴스주요정책 뉴스

[보도자료]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개소 해제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

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

역 31개소를 최종 해제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신주거정비 5

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2개소 중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 31개소를 최종 해제한다고 31일(수) 밝혔

다. 

시는 4월 총 315개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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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 17일 서울시 도시계

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31개소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31개소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2011. 9. 1자 

서울시보<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

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되며,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주거재생과)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

업 소관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

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

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

힌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

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과는 차이가 있다. 

강북구‧마포구 등 14개구 31개소 정비예정구역 해

제, 총 41.3ha 달해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총 14개구 41.3㏊

로 ▴강북구 1곳 ▴마포구 5곳 ▴구로구 2곳 ▴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

구 4곳 ▴성동구 2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

곳 ▴은평구 1곳 ▴광진구 1곳 ▴동대문구 1곳 

▴금천구 2곳이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5.5㏊) ▴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

축사업 10개소(16.9㏊)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

소(5.5㏊)이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강북구 미

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공덕동 249번지 일

대 ▴구로구 구로본동 469번지 일대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

대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

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

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
동작구 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

대 ▴성북구 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

소문동3가 60번지 일대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성동

구 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

대 ▴마포구 창전동 382-1번지 일대, 서교동 

460-25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

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445-3번지 일대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

구 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105-1

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다. 

주민 찬‧반 갈등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

대 해제 대상에서 제외

한편 서울시는 당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으

나 이에 대한 주민들 간 갈등이 많은 동대문구 제

기동 67번지 일대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에서 제외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중 9만8천㎡로 가

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

지 일대는 주민공람 등 지역 주민의견 수렴결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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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해제를 반대하

는 주민들 간 의견이 대립돼 해제할 경우 또 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를 거쳐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정비사업 추진이 더

디거나 주민간 갈등이 있는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

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

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다”며 “해제 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

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재생과 3707-8233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연계된 국토해양부의 정책자료

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정책과 주요뉴스는 [국토해양부 정책포털]에서도 보

실 수 있습니다.

- 9.1일부터 금리인하, 지원조건 완화 등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11.8.18)」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

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전세자금 지원조건 완

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한도 확

대 등을 9.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ㅇ 대출금리 : 5.2% → 4.7% (0.5%p 인하)

 

※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적용(9.1일 이후 상환분부터) 

②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전세보증금” 규모 확대

  * 전세보증금 규모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의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광역시의 경우 호당 

5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3

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 7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지난 2.11일부터 전세

보증금 한도를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 상환기간을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

(3회 연장)으로 연장하여 전세자금 상환부담 완화  

   

③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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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2인 가구 증가 및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

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한

도 확대

  - 지원대상 : 세대당 12 ～30㎡ → 12～50㎡

  - 지원한도 : 40만원/㎡ → 80만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18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임대 사업 1차 

매입공고 실시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8.18 전월세 대책의 일

환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한

다고 밝혔다.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민간 건설 사업

자가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LH 공사의 매입계획 공고에 따라 민간 건설 사업

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매입대

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건설

하면, LH가 이를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하게 된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인천, 5대 광역시(부

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전세난이 심한 지

역을 중심으로 1차 매입공고(5천호)를 실시하였으며

9～10월 중 단계적으로 2차 매입공고(1만 5천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다세대 주택 건설계획(입지, 건설규

모 등),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하여 LH 공사 지역

본부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46㎡～60㎡의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

성되며,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 건축비는 972천원/

㎡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공사홈페이지

(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

위 이하(’10년, 3,39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

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

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LH공사홈페이지

(www.lh.or.kr, 문의 1600-7100)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특히, 입주 시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하더라도, 

추후 공공 분양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임

대기간은 10년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여

건을 제공한다.

향후, 매입주택 선정(10월 초), 건축허가 및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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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악구청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1-54호

우리구 관내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정

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의5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 한 바 있으나, 추진

위원회를 해산 하는 등 여건 변동으로 더 이상 사

업추진이 곤란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행위제한 

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08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행위제한 해제지역 : 정비예정구역 1개소(위치도 참조)  

동명(행정동) 대 표 지 번 면적(ha) 비 고

봉천동(중앙동) 봉천동 892-28 일대 1.6 봉천10-2

2. 행위제한 해제사유 : 추진위원회 해산 등 여건변

동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 곤란

3. 행위제한 해제대상 행위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다.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라.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세대수 증가

에 한함)

4. 위치도

◎ 동대문구

답십리제16구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관련 예정가격추첨 결과 알림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2011-739호와 관련

입니다. 

2. 위 호로 “주택건설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된 우

리구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 답십리제16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감리자 모집공고에 참

여한 업체에 대한 입찰가격 추첨 및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다음과 같이 낙찰예정업체가 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대상업체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2011. 8. 29.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확인 

후 상위1개 업체를 감리자로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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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예비
순위

(주)삼우공간건
축사사무소 정용찬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0-7 1

(주)이건종합건
축사사무소 양상훈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81-7번지 2

(주)범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원형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 3

(주)동우이앤씨
건축사사무소 홍호용 경북 구미시 형곡동 

143-8번지 4

(주)계림건축사
사무소 한주현 경북 경산시 중방동 

818-53 5

가. 낙찰예정업체 내역 

 [보도자료]

 클린업시스템 회원가입률 자치구 최고 

 동대문구,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가입률보다 세

배이상 높아 

 가입대상자 15,182명 중 6,701명 회원가입 가입

률 44% 육박 

서울의 한 자치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클린업시스템 ( 

http://cleanup.seoul.go.kr )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회원가입율이 서 울 25개 자치구 

평균가입률보다 세배이상 높아 눈길을 끌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이달 23일 현재 관내 

조합원 및 세입자 등 클린업시스템 회원가입대상자 

15,182명 중 6,701여명(가입률 44%)이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 평균 클린업시스템 회원가입률이 

12%에 불과한 것에 비교해 볼 때, 무려 세배 이상 

높은 수치인 것으로 관내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인 것임을 감안하면 재건축 지역이 

많은 강남지역보다 회원가입률이 높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클린업시스템’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이를 

통해 공개한 사업추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조합 설립시 동의서 제출 여부를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인별 

추정분담금 조회가 가능하며, 세입자들도 본인의 

세입자대책 수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대문구에는 유달리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많다. 현재 추진되거나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역만 46곳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지역이 많은 만큼 조합원들 간의 소송 등 사업 

찬성·반대 측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재개발 · 

재건축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가입률 

높이기에 매진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회원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앉아서하는 탁상행정을 과감히 탈피,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로 했다.”면서 “구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직원들은 각 조합 및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가고, 주민들 각 세대마다 

홍보우편물 발송, 맨투맨 전화홍보 등 세일즈맨을 

방불케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한 결과 회원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장경필 도시관리국장은 “클린업시스템 

회원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사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온라인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회원가입을 

못하는 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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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합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11-687호

합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환

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

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인)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합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1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47 

(주)파나씨티 대표이사 양문철

라. 사업규모 : 16,297.30㎡(대지면적 12,652.60㎡, 

공공용지 면적 3,644.70㎡)

마. 건축계획

 ･ 건축면적 : 7,427.08㎡(건폐율 : 58.70%)

 ･ 연 면 적 : 114,716.47㎡(용적률 : 399.93%)

 ･ 사업규모 : 지하7층, 지상37층

 ･ 용 도 : 공동주택, 판매, 공공업무

  
2.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11. 8. 29. ~ 2011. 9. 23.(2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4층)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공람장소 등에 비치)

라. 의견제출

･제출기간 : 공람만료(2011.09.23)일까지

･제출방법 : 서면 작성하여(양식은 공람장소 등에 

비치)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제출

  
3. 주민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1년 9월 9일(금) 오전10:00 

나. 장 소 : 서교호텔 2층 Trust Room(서교동 354-5호)

다. 개최대상 :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기타사항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74), (주)파나씨티(☎02-324-7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응암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11-792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08호(2007.09.06)로 정

비구역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09-60호

(2009.10.01)로 사업시행인가된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구역 조합으

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

람하고 의견청취 하고자 공고합니다.

2. 응암제10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택과(☎ 02)351-7363)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2011.08.25~2011.09.08.(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서 접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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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시행
인가시

사업시행
변경시 증액 변경사유

사업비 239,601 266,493 26,892
철거비, 

현금청산자, 
국공유지 매입비 

등으로 인한 
증가

구분 사업시행
인가시

사업시행
변경시

증가
면적 변경사유

무상
양도
면적

874㎡ 3,785.3㎡ 2,911.3㎡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노
선 인정한 도로
를 추가하여 무
상양도 신청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택과(☎ 02)351-7363)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련서류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주요내용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무상양도 대상면적 변경

※무상양도대상 면적은 각 관리청 협의 및 관련법

령 검토 과정에서 변경(감소) 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

- 주민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주택과 및 해당 조

합사무실(☎ 02)359-6920)에 관련서류를 비치하

고 있습니다.

- 공람자료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련서류이

며, 공람 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서 및 관련법

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법령정보법령정보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

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

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41조 관련)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추진위원회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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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의 의미는 먼저 그 법문을 구성하는 문자 또는 

문장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통념과 합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 특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의 사정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토지분할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음 지정ㆍ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토지분할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지정ㆍ고시한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비계획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미 해

산된 추진위원회를 인정할 수 있는지

1.질의 요지

재개발조합설립인가가 무효판결(대법원 2010두

18611)된 경우 무효 판결된 조합에 포괄 승계한 

추진위원회가 존속하는지?

2. 회신내용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면서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로 판명되었다면 

해당 조합이 포괄 승계하였던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추진위원회에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http://housing.seoul.go.kr/

19

보아야 할 것이고(부산고등법원 2010.7.23.선고 

2010누1996 판결례 및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611판결례 참조),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 역시 유지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다시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11-0104,2011.6.2.)이 있었으며, 동 

해석결과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무효로 

판결(대법원 2010두18611)된 사항까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끝.

정비사업 용어 해설정비사업 용어 해설정비사업 용어 해설

1. 공공관리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

이 공공관리자가 됩니다.

공공관리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

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     격 : 구청장 (LH공사, SH공사, 한국감정

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대행가능) 

• 지정시기 : 정비계획 수립이후 구청장이 직접 수행 

또는 대행자를 지정 

• 비용부담 :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시까지

는 공공 부담,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

이 부담 (선택사항)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 능력 미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 발생 

･조합원간 갈등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비용 과다 발생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대응필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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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임대
의무
기간

임대주택법 상 기준 비 고

1
공공

건설임대
50년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분양전환불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

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5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불가

2
공공

건설임대
30년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불가

3
공공

건설임대
10년

･1,2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신고한 주택

공공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가능

4
공공ㆍ민간
건설임대

5년
 ･1,2,3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년)

분양전환가능

2. 임대주택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

한 주택이나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용어설명

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임대주택은 건설, 

매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 

이러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그 건설재원 등에 

따라 다시 다음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가. 공공건설임대주택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3)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의 

건설임대주택

2. 매입임대주택

주택의 건설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기존의 주택에 대

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재원 및 목적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다른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서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양전환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3. 입체환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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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

용어설명

입체환지 개념은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28 폐지)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과소(寡少)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 대신에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줄 수 있도록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의해 입체환지의 범위가 

확장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체환지를 포함하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환지는 토지만에 대한 환지로서 

평면환지라고 한다면 입체환지는 건축물과 부지를 

동시에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체인 

환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지지대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입체환지는 집단체비지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2.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입체환지인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환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은 구역내 입체환지의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입체환지로 계획수립시는 규칙 제27조 2항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비례율에 의해 환지

할 수 있다.

    5. 소유면적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6. 입체환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상자를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의 토지·면적·이용상황·환경 및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시설이

균형 있게 토지소유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나. 입체환지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수립전 60일간의

기간을 정하고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한다.

       다. 입체환지를 원하는 토지와 환지대상인 

건축시설의 추정액은 지가공시및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혼용방식으로 

사업시행할 경우 입체환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규 : 도시개발법제32조(입체 환지)

도시개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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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본부 조직 개편(‘11.7.28)
○ 기구조정(안) : 1본부 2관 8과 1반 35팀

             ➡ 1본부 2관 8과 1반 37팀

 - 주택기획관 : 4과1반19팀 ➡ 4과1반20팀(증1팀)

  ※주택정책과 : 공동주택 공적관리 전담팀(공동

주택관리팀) 신설(1팀 3명)

 - 주거정비기획관: 4과 16팀 ➡ 4과 17팀(증 1팀)

 〈조정내역〉: 1과 1팀 신설

 - “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정비→재생)”에 맞게 

부서명칭 변경 

   ･ 주거정비기획관 → 주거재생기획관

   ･ 주거정비과 → 주거재생과

 - 뉴타운(재정비촉진) 사업 추진부서(2개과)를 

1개부서(재정비과)로 통합

 - 서울 휴먼타운 조성사업 전담부서(주거환경과) 

신설

   ･ 휴먼타운 조성사업(공공관리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재정비1과), 

   ･ 뉴타운 관련 친환경 부대사업(재정비2과)을 

주거환경과로 이관

 - 주거재생과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석면 관리 관련 인력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