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강동구 : 암사1동 일대(635,000㎡)

“주민이 만들어가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지

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동 일원

면 적 : 약 635,000㎡

특 징 : 사회․경제․물리적으로 복합적인 쇠퇴가 진행 중인 지역

- ‘75년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주민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63.4%)

- 고령자 증가 및 지역경제활동인구, 사업체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특화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지역

사업의

주요내용

 지역 역량 강화  역사·문화 재생  자족·경제재생  주거지 재생

도시재생사업

으로서의

적정성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지자체의 추진역량
  1) 도시재생 전담조직 관련 사항
 -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용 중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2014.8.1.)

   - 도시재생 유사조직 운용 중 :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육성팀
  2) 주민들의 의견수렴 구축
   - 주민설명회 개최(2014.10.29.), 설문조사(98부), 직능단체 등 소모임 방문 의견 수렴(2회)
   ※ 2015년 도시재생홈페이지 구축,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예정

 강동구내 유사사업 추진실적
  1) 서원마을 만들기 사업 
  2) 주민역량강화 : 강동구내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 공동체(2014년 현재) : 마을공동체교육(3,450명),  마을만들기 사업(170개소),  

마을축제(2013년, 2014년)등
   ※ 서울시 마을공동체 인센티브 (2012년 : 발전구, 2013년 : 우수구, 2014년 : 최우수구)

　　‣ 경제분야(2014년. 현재) : 사회적기업 17개소, 마을기업 6개소, 협동조합 43개소

 주민의 추진역량 및 역량강화 계획
  1) 마을공동체 :  3개 마을공동체 주민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

하는 등 마을공동체의 싹이 트고 있음
  2) 주민역량강화 실적 : 마을학교, 주민협의체 운영체계, 도시재생사업교육실시
  3) 주민역량강화 계획 :“강동 도시재생 삼삼한 교육”
   - 삼삼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특성화 인재양성, 주민들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교육, 주민주도형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능력 배양
   ‣ 삼 : 3대 키워드(체계적, 효율적, 지속적)
   ‣ 삼 : 3단계 교육(기본교육, 리더교육, 활성화교육)

사업의 파급

효과

 서울시내 전형적인 주거환경 열악 및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모델 및 나아갈 방향 제시

  1) 마을공동체 중심 마을만들기로 지역역량강화

   -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소 운영, 주민교육성과 350명/년, 새로운 공동체 육성:5개/년

  2) 지역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재생 실현
   - 서울 암사동 유적지 ~ 암사종합시장 관광객유치: 40만명/년
  3)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재생
   - 가죽산업 창업지원센터 1개 운영, 사회적 경제기업 3개/년, 도시농업 친환경 

로컬푸드센터 조성·시스템 구축 1개소
  4)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주도형 주거재생 실현
   - 방범CCTV(5개소/년), 주차장확보(10면/년), 옥상텃밭 등(10개소/년) 조성 
     등을 통한 범죄율 감소 및 보행환경 개선, 도시농업 추진

지역의

쇠퇴도

 대상지역은 인구와 산업경제, 건축물, 주거환경 등 모두 쇠퇴하고 있음을 확인

  

구 분 충족여부
인구사회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011년 이후 인구 감소 ○
산업경제

최근 10년간 대비 5%이상 산업체 감소 2002년 대비 4.69% 감소 ×
물리환경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 50% 이상 노후건축물 71.5% ○



[2] 성동구 : 성수1, 2가 일대(886,560㎡)

“더불어 희망을 만드는 장인의 마을 성수”

사업대상지 
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1․2동, 성수2가1․3동 일원

면적 : 886,560㎡(268,184평)

사업의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으
로서의 적정성

▪토착산업의 보호·육성을 통해 향후 100년 간 서울의 경제성장을 이끌
어갈 지역
▪산업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일터·삶터·쉼터·공동체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재생하여야 할 지역
▪사회혁신단체 및 문화·예술인과 상호 협력적 재생 가능지역



주민․지자체

의 추진역량

지자체의 추진역량
1)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청 : 도시관리국(주거재생팀,도시재생팀) + 재생지원팀(연관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의견수렴
․주민홍보 : 홈페이지, 리플릿(1,000부), 현수막(9개)

․주민의견청취

- 설문조사(배포 1,100매, 회신 504매)

- 카카오톡(43건), 메모벽 포스트잇(168건)

․주민설명회 : 4회

․주민공청회 : 230명

․신문보도 : 3회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 30회

3) 유사사업 추진실적
․도시재생 시범지역 내 지역 : 16개 사업(18개 부서·기관 협업)

- 수제화 산업 특화사업, 골목길 만들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마을공동

체지원(마을아카데미 ‘동상다몽’운영, 마을박람회 ‘별별마당’추진), 희

망 집수리 사업, 소통과 나눔의 ‘공간운영’ 옹기종기, 공동텃밭 가꾸기,

글로벌 영어하우스 재능 나눔 등

․도시재생 시범사업 외 지역 : 15개 사업(19개 부서·기관 협업)

- 주민화합 어울림 한마당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

터 운영, 봉제기술인력 양성 교육 실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발굴 육성 등

주민의 추진역량 및 역량강화 계획
1) 주민의 추진역량
․지역문화매거진 : 매거진 Oh 성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10), 마을기업(2), 협동조합(18)

․비영리단체 : 5

2) 주민의 추진역량 강화 계획
․도시재생아카데미 주민교육 및 마을 일꾼 육성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 시비 90억원, 구비 10억원 + 연계사업 567억(국비,시비,구비) + 민간 45억원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의

쇠퇴도

대상지역은 인구와 물리적 환경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임

구   분 충족
인구사회 최근 30년간 대비 20% 이상 인구감소 1985년 대비 25.8%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인구감소 2011 ～ 2013년 연속감소 ○
물리환경 20년이상 지난 건축물비율 50%이상 노후건축물 67.8% ○



[3] 성북구 : 장위1동 뉴타운 해제구역 (318,415㎡)

“다정다감 세대공감 장위 도시재생”





[4] 동작구 : 상도4동 일대(750,000㎡)

‘相’함께사는 골목동네 상도‘道’

사업대상지

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 대상지 면적 : 750,000㎡ >
n 한강이남 개발의 시작으로 ‘60년대 주거지로 성장’하고, ‘80년대 개발정체 및 

노후화가 시작’되어 현재 서울의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매우 쇠퇴한 지역’
n 상도11구역 재개발구역 해제 후, 잦은 계획변경으로 주민마찰과 상실감 심화지역
n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과 자치구의 의지와 실행력’이 매우 높은 지역

사업의

주요내용

주민의 자생적 역량과 공공의 강한 재생추진 의지를 통합하여 
지역특성에 기반한

“함께사는 골목동네” 조성 최적지
n “함께사는 골목동네” 실현을 위한 5대부문 10개전략 22개 사업 계획 

  01. 아이들과 함께 무럭무럭 “안전한 골목 재생” (5개 사업, 26.09억, 12개 연계사업)
    - 골목길 놀이터 조성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엄마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형 재생 
  02. 어르신과 함께 오순도순 “든든한 노후생활 재생” (4개 사업, 8.08억, 5개 연계사업)
    - 지역문화와 복지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창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환경 개선 
  03. 이웃들과 함께 복작복작 “마을공동체 활성화” (4개 사업, 19.05억, 6개 연계사업)
    - 주민주도 마을아카데미 운영 및 참여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기능강화 
   04. 자연과 함께 파릇파릇 “쾌적한 생활환경 재생” (4개 사업, 37.8억, 7개 연계사업)
    -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 골목, 커뮤니티, 사람중심의 근린재생 실현
  05. 지역경제·문화와 요기조기 “지역경제와 문화 재생” (5개 사업, 26.59억, 5개 연계사업)
    - 골목상권 특화 및 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및 역사문화자산 활용한 일자리창출

도시재생

사업으로서의

적정성

n 대상지 특징 : 골목아이 형빈이를 반듯한 서울시민으로 키운 건강한 삶터
n 대상지의 현안문제 → 종합적 쇠퇴 가중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시급 

1. 인구,사회학적 쇠퇴심화  2. 물리적 쇠퇴가속 3. 경제적 활력 지속약화

 

n 대상지의 잠재력
[ 어 린 이 ]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영유아와 어린이 인구비율
[ 지 역 대 학 ] 재능기부, 인적교류, 멘토링이 가능한 풍부한 인적자원의 대학 보유
[ 커 뮤 니 티 ]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주민 커뮤니티 보유(상도4동 중심 28개)
[ 골 목 길 ] 30년 이상의 주민들 삶의 이야기가 담긴 많은 골목길 보유
[ 지역경제·문화 ] 오래된 골목시장과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 다양한 지역문화유산 보유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n 도시재생전담 조직구성 및 운영 중
 • 도시재생추진단(부구청장) 운영(2014.10.20부터)
 •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2014.10)
 • 도시재생과내 도시재생추진반 운영
 
n 협력체계 구축 (민·관·학·기업 연계)
 • 도시재생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과정에서‘동네리더 모임’구축
   (5회의 주민리더모임 및 의견수렴, 2회의 주민공청회, 지속적인 재생모임)
 • 관내지역기업인 농심, 우리은행, 부광약품등의 사회공헌프로그램 연계
 • 중앙대학교(MOU체결, 2014.11.7.) 등 지역대학과의 협력으로 
   동네리더 교육, 마을재생아카데미 계획, 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 수행
n 재원조달 목표액 : 142.6억 + α
 • 시비 90억 지원 외 구비 27.6억
 • 주민행복기금 조성, 지역기업체 사회공헌 활동 지원금 유치 등 : 25억
 • 대상지 주택 신·증개축 시 특별 저리 융자지원(우리은행) : α

사업의

파급효과

n 직접효과 :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거환경재생, 
지역경제·문화강화

n 간접효과 : 저층노후주거지 도시재생의 [시범모델]로 도시재생의 표준 모델로 확산
 • 장소적 측면 :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적극 살려 [함께 사는 골목 동네]로 재생
 • 동작구에 미치는 영향 : 동작구 전역에 뉴타운∙재개발의 한계 극복 성공모델로 재생방식 확산
 •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 서울 전역 유사 골목형 주거지 재생위한 서울형 근린재생형 모델로 확산

지역의

쇠퇴도

n 인구감소 측면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010년 30,399명이 2013년 29,89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n 산업이탈 측면
 • 최근 10년 간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2003년(1,066개)과 비교하여 
   2011년 사업체수(971개)가 7.9%(5% 이상)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3년 이상) 
   총 사업체수가 2~5%씩 감소한 지역

○

n 건축물 노후화 측면
 •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69.3%(50% 이상)인 지역 ○



[5] 서대문구 : 신촌동 일대(263,000㎡)

“열리는 신촌, 공·공 대학 문화촌 만들기”

사업대상지

개      요

 서대문구 신촌동
 대상지 면적 : 2.63㎢
 도시계획

  - 창천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용도지역

  -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108개소

 신촌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사  업  의

주 요 내 용

열리는 신촌, 공·공 대학 문화촌 만들기
- 대학과 지역의 공유-공생 프로젝트 -

목 적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문화·주거·상업 통합재생 실현”

도시재생사업

으 로 서 의

적   정   성

대학 문화의 거리  연세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문화의 거리
⦁80~90년대 대학문화의 기억과 장소를 간직한 장소

⦁연세대(연고전, 아카라카), 이화여대(대동제) 등 대학내부 축제/행사

기억이 있는 대학로  신촌 사람들의 기억이 쌓이는 거리
⦁연세대/이화여대 내부 유형역사자산 등 근대역사자원 (연세대:3개소, 이화여대:1개소)

⦁과거 대학문화를 상징하던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신촌로터리 시계탑, 구신촌역사, 독수리다방 등)

사람이 있는 거리  신촌 대학문화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의 의지
⦁신촌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인적자원 풍부

⦁신촌 재생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사업의 주체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



주민⦁지자체의

추 진 역 량

 도시재생 전담조직

∎사업추진 전담조직
  ⦁지역활성화과 신설(2014. 9)

  ⦁도시재생 T/F 체계 구축

∎운영실적 및 계획
  ⦁지역활성화과 신설(2014. 9)

  ⦁도시재생 T/F 체계 구축

  ⦁지역전문가 토론회 계최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주민의견 수렴
  - 주민설명회(3회), 지역활동가/전문가 토론회(2014.11), 신촌동 직능단체 사업설명회(11개 직능단체,

    총 21회), 주민의견 설문조사(2014.11)

 사업 추진실적
  - 관련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되는 사업 추진 : 40개

 주민의 추진역량 및 역량 강화계획
  - 12개 마을 공동체, 4개 마을학교, 5개 마을기업 등이 존재, 주민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진행

  - 주민역량강화 실적 : 주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주민협의체 간담회 등

  - 주민역량강화 계획 : 지역전문가 양성,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자발적 영역에서 MP역할 수행

                       조직간 조정기능 강화, 플랫폼 기능배양 및 지역 커뮤니티 지원

 도시재생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 총 164.4억원(시비 : 90억원, 지자체 : 74.4억원) 

사  업  의

파 급 효 과

 대학문화 기반 지역의 도시재생 선도모델 구축
  - 학교·학생 - 지역주민간상생의 도시재생 모델 마련
  -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자신의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창업 기반 마련

 청년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관광수요 확대 및 경제적 자생력 확보
  - 청년문화와 지역주민이 어우러진 지역축제를 브랜딩화 하여 관광수요를 확대/경제적 자생력 확보
  - 학교·학생, 지역주민, 지역상인, 전문가,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기획으로 공동체 활성화

 상업과 예술문화의 공존을 통한 상업경제 활성화
  - 젊은 에너지의 생산·공유로 지역상인과 연계한 창작물 발표/판매로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를 창출
  - 지역 특색이 없는 상업지역과 예술문화를 연계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보 및 관광수요 증대

 학생과 지역주민이 상생하여 만드는 거주환경 개선 및 안정화
  - 주거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청년과 경제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주거 환경 개선
  - 생활용품 재활용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여 자원 순환 및 커뮤니티 활성화

 학생-지역주민-지역상인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동체 형성
  - 각 주체가 함께 열린 태도로 협력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
  - 지역주민-청년-지역활동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지  역  의

쇠  퇴  도

 대상지역은 인구와 산업, 건축물 모두 쇠퇴하고 있음을 확인

구              분 충족여부

인구사회
최근30년간 대비 20%이상 인구감소

 2006년대비 5.4% 감소 ×

산업경제
최근30년간 대비 5%이상 산업체 감소

사업체 변화 8.27% 감소 ○

물리환경
20년간 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 50% 이상

노후 건축물 7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