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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구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거점 

2020. 09. 25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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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동북부 480만의 일자리·문화 중심 『창동·상계 新경제 중심지』 비전에 따른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7호, '17.03.02.)    

 창동·상계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및 활성화계획(도시경제기반형) 고시 

 「2030 서울플랜」 및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광역 중심으로 격상되어 수도권 동북부 일자리·문화 중심으로 육성코자 하는 지역 

수도권 동북부 일자리·문화 중심거점 조성 

•명 칭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 4, 5동  및  

             노원구 상계 2, 6, 7, 10동 일원 
 

•면 적 : 약 98만㎡ 

              - 집중사업지역 약 58만㎡ 

              - 활성화연계지역 약 40만㎡ 
 

•  유 형 : 도시경제기반형 
 

•  목 표   

     - 경제적 활력 창출 

     -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 물리적 환경 개선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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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km 
사업 
대상지 

     창동 아우르네(‘20년 9월 준공예정)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씨드큐브 창동(‘23년 5월 준공예정)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1 

2 

GTX-C 노선 3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 

2 

6 5 

4 

복합유통센터 

문화의 거리 

공공행정서비스 기능 

지식산업거점 

지식혁신거점 

복합개발용지 
3 

창동역세권 

노원역세권 

복합상업시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로봇과학관 

서울사진미술관 

4 

6 

5 

·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구축을 위해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동 아우르네, 씨드큐브 창동, 서울아레나, GTX-C 노선 등 다양한 개발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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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대상지 서울 창동 도시개발구역 내 2지구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9번지 일대 

면적 
12,894㎡  
(복합환승센터, 광장(교통광장), 소공원, 도로)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사업기간 
2018년 ~ 2055년 
(2018년 ~ 2025년: 계획·건설기간,  

 2026년 ~ 2055년: 관리·운영기간)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    

0.5 km 

창동역 
(1,4호선/GTX-C) 

노원역 
(4,7호선) 사업 

대상지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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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중심 지역거점 조성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상업, 업무, 주거, 공공이 

집적된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중심 지역거점 조성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입으로 대중교통 거점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업무 및 창업/기업지원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대중교통 거점 조성 및 교통 개선으로 외곽 통근    

교통 흡수 및 수도권 동북부 자족기능 강화 

공공주택/공공시설 공급으로 생활복지 실현 

•도심 역세권 공공주택(300세대) 공급 으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광장, 소공원, 도로, 생활 SOC 등 기반/공공시설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제고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중심 지역거점 조성으로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구축 및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본격적 추진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중심 지역거점의 

신속한 건립 필요 

환승, 상업, 업무, 주거, 공공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우선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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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2018년 11월 서울 창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복합환승센터: 2지구) 

2016. 04 

2017. 03 

2017. 09 

2018. 04 ~ 12 

2018. 11  

2019. 12 ~ 2020. 12  

2020. 04 

2020. 07 

2020. 08. 27 

2020. 09. 17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7호) 

서울 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복합환승센터 부지: 2지구)  

창동역 복합환승체계 구상 및 주변 교통체계 개선안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서울 창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5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사업화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협의 (혁신지구 지정, 복합환승센터 지정, GTX-C 노선 연결 관련)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으로 지정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설명회(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컨설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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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4동 지역은 전반적 쇠퇴지역으로 지역경제 기반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대상지 내 인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시급 

(*통계청 인구총조사, 도봉구 통계연보,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자료) 

-1.1 
-1.6 -1.6 -1.5 -2.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도봉구 창4동 지역은 최근 5년간 지속적 인구 감소 (쇠퇴요건 충족) 

0.2 

-0.7 -0.5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최근 2년간 사업체수 감소 추세 (쇠퇴요건 미흡)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약 64.09% (쇠퇴요건 충족) 

64.09 35.91 

사업대상지는 플랫폼 창동 61(가설건축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산업·경제적 측면 
 이전적지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지역 자족기반 강화 

 동북권 내 부족한 일자리, 고용기반 강화 

문화·생활적 즉면 
 공연∙전시 등 부족한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중심기능 강화 

물리적 측면 
 지역 단절 극복, 상습 교통 정체문제 해소 

 고가철로 등으로 인한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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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북부와 도심을 연계하는 거점 역할 수행 
전국 최대 대학·인적·기술 자원 보유 및 광역 교통망 형성 

 창동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활용한 지역고용기반 구축으로 외곽 통근교통 흡수 및 

수도권 동북부 자족성 제고 필요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필요성 대두 

 15개 종합대학 입지, 연간 3만명 졸업생 배출 

 서울시내 대학 특허권의 25% 보유 홍릉 일대 다수 연구소 밀집 형성 

 창동역(1, 4호선) 입지, GTX-C 노선 신설 예정  

15개 종합대학 입지, 연간 3만명 졸업 

서울시내 대학 특허권의 25% 보유 
홍릉 일대 다수의 연구소 밀집 

권역별 종합대학 학생수 

도심권 
66,510 

동남권 
4,151 

동북1권 
133,825 

동북4구 
137,021 

서남권 
74,123 

서북권 
91,689 

(*2020,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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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계는 동북권의 신경제거점으로 육성 

창동·상계 일대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한 중심지/자족기능 강화 및 지역 고용기반 구축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14, 서울특별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017, 서울특별시) 

•수도권 동북부 320만 일자리·문화 중심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의 비전 제시 

•경제적 활력 창출, 문화·생활·여가 인프라 확충, 

광역 및 지역인프라 구축 등 목표 설정 

• 7광역 중심인 창동·상계는 경원축의 중심지로 

창동 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활용하여 지역고용기반 

구축 

•동북권의 발전방향으로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설정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2018, 서울특별시) 

•창동·상계 일대는 동북권의 신경제거점으로 육성 

•창동·상계 일대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하여 중심지 

기능 강화 및 지역에 필요한 자족기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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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중심 지역거점 조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주거복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활력 제고 

도심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이 

거주가능한 공공주택(300세대) 공급  

•단지 내 업무시설을 활용,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 

광역교통 중심 지역거점 조성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상업, 업무, 

주거, 생활 SOC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된 지역거점 조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 

지역 특화산업 인프라 구축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와 연계하여 광역 비즈니스 

기능 및 문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공공시설 조성 

•광장, 소공원, 도로  등 통합계획 수립 

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공간 조성  

•생활 SOC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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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구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선도하는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중심 지역거점 “Seed Platform” 제안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구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거점 

“ Seed Platform” (씨드 플랫폼) 

창동·상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수도권 동북부 광역중심기능 강화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활력 제고 

창업지원 레지던스(300세대) 공급 

광장, 소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통합 조성 

생활 SOC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지역상인 재정착 방안 및 지원기능 도입 

 광장, 문화예술테마거리 등 공공공간 연계 구축 

인접 주요 시설간 입체복합 연결통로 조성 

GTX-C 노선 연계를 통한 광역교통기능 강화 

대중교통 환승동선을 고려한 스트리트몰 구축 

광역 및 특화산업을 고려한 업무/지원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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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광장(교통광장), 소공원, 도로가 집적된 토지이용계획 수립 

광장/소공원 지하 GTX-C 대합실 구상에 따른 입체적(중복) 도시계획시설 결정  

 창동역과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 광장(교통광장), 소공원을  

집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공간 통합 구축  
 

 복합환승센터 부지 내 환승시설, 창업지원 레지던스, 상업문화 

복합시설, 창업성장 오피스, 생활 SOC 등을 복합하여 지역  

     중심기능 강화 
 

 광장/소공원 지하공간을 활용, GTX-C 대합실을 조성하여     

광역교통 환승기능 강화 

구분 면적(㎡) 비율(%) 도입기능 

복합환승센터 8,370 64.9 

환승시설, 환승주차장,  

창업지원 레지던스, 

 상업문화 복합시설,  

창업성장 오피스, 생활 SOC 등 

광장 1,450 11.2 
교통광장,  

GTX-C 대합실 등 

소공원 1,400 10.9 
휴게공간, 편의시설, 

GTX-C 대합실 등 

도로 1,674 13.0 

합계 12,8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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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레지던스, 상업문화 복합시설, 창업성장 오피스 등과 별도로 

환승관련시설(GTX-C 대합실, 창동역 연결통로 등)을 추가하여 건축계획 수립 

구분 내용 비고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9번지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2지구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대지면적 8,370㎡ 

건축면적 5,000㎡ 

건축 연면적 
95,902㎡ 

(지상: 53,200㎡, 지하 42,702㎡) 

건폐율 59.74% 법정 60% 이하 

용적률 635.60% 법정 800% 이하 

층수 지하 6층, 지상 28층 법정 50층 이하 

주차대수 

750대 

(환승주차장 276대, 

법정주차대수 472대) 

장애인 15대 

여성주차 61대 

전기자동차 9대 포함 

구분 면적(㎡) 비율(%) 

창업지원 레지던스(300세대)  

및 지원시설 
21,800 22.7 

상업문화 복합시설 19,500 20.3 

창업성장 오피스 

및 지원시설 
17,600 18.4 

기타(주차장 등) 37,002 38.6 

합계 95,902 100.0 

구분 계획내용 비고 

GTX-C노선 대합실 연면적 4,725㎡ 광장, 소공원 지하 활용 

씨드큐브 창동 

보행연결통로 

2개소  

(지상 3층, 지하 1층)  

창동역, 씨드큐브 창동 

보행 연결통로 

씨드큐브 창동 

차량연결통로 
1개소 (지하 2층)  

씨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 

차량 연결통로 

창동역 연결통로 1개소 (지상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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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 오피스 및 지원시설  

• 창업/성장기업 오피스 및 지원공간 

• 세부시설: 오피스, 공유오피스, 원격회의실 

• 면적: 17,600㎡ 

• 규모: 지상 4층 ~ 지상 23층 

대중교통 환승시설 

• GTX,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 관련 시설 

• 세부시설 

   - 환승정류장(지상 1층) 

   - 환승주차장(276대, 지하 2~3층) 

   - GTX-C 대합실(소공원/광장 지하 1~3층) 

   - 연결통로(창동역(1개소), 씨드큐브 창동(3개소)) 

창업지원 레지던스 및 지원시설 

• 일자리 연계 행복주택 및 지원공간 

• 세부시설: 창업지원 레지던스 (300세대), 

놀이방/육아실, 동아리방/도서실, 셀프세탁실 

• 면적: 21,800㎡ 

• 규모: 지상 4층 ~ 지상 28층  

상업문화 복합시설 

• 상업, 문화 및 체험시설 복합공간 

• 세부시설: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안심상가, 

문화공연장, VR/AR 스튜디오, 메이커스페이스 

• 면적: 19,500㎡ 

• 규모: 지하 1층 ~ 지상 3층  

수도권 동북부 광역중심기능 강화, 창동·상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시설 및 창업성장 오피스, 창업지원 레지던스, 상업문화 복합시설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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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대중교통 환승시설, 기반시설, 창업지원 레지던스 등 공공성 확보시설과 

상업문화 복합시설, 창업성장 오피스 등 사업성 확보시설이 어우러지게 세부 도입시설 설정 

도입 시설 구분 

생활 SOC 

대중교통 

환승시설 

기반시설 

상업문화 복합시설 

창업성장 오피스 

창업지원 레지던스 

전유면적/규모 내용 



18 

창동역, 씨드큐브 창동 등 주요 시설 및 효율적 환승체계를 고려한 최적화된 배치대안 설정 

창동역(지하철 1·4호선), GTX-C 대합실, 씨드큐브 창동 등 인접 주요시설 간 연계 강화 

 창동역~씨드큐브 창동~서울아레나로 연계되는 보행축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창동역, 씨드큐브 창동 등 주변 고층 건축물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 레지던스는 북동측, 창업성장 오피스는 서측으로 설정 

 상업문화 복합시설은 씨드큐브 창동과의 연계를 고려,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배치 

 광장/소공원 지하 1~3층은 GTX-C 대합실을 도입하고, 지하 2~3층은 환승 

     주차장과 연계, 상업문화 복합시설(지상 2층)에서 창동역간 환승연결통로 구축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사업대상지) 

GTX-C 
대합실 

창업성장  
오피스 

(지상 4~23층) 

상업문화복합시설 
(지하 1층~지상 3층) 

부설주차장 (지하 4~6층) 

환승(공용)주차장 (지하 2~3층) 

B 1 F 

B 2 F 

B 3 F 
B 4 F 
B 5 F 
B 6 F 

1 F 

2 F 

3 F 

4 F 

5 F 

6 F 

7 F 

8 F 

9 F 

10 F 

11 F 

12 F 

13 F 

14 F 

15 F 

16 F 

17F 

18 F 

19 F 

20 F 

21 F 

22 F 

23 F 

RL .F 

4 F 
5 F 
6 F 
7 F 
8 F 
9 F 
10 F 
11 F 
12 F 
13 F 
14 F 
15 F 
16 F 
17 F 
18 F 
19 F 
20 F 
21 F 
22 F 
23 F 
24 F 
25 F 
26 F 
27 F 
28 F 
RL .F 

광운대역 의정부역 

Elev.수직구 
(지상 2층 ~ GTX연결통로) 

연결통로 

GTX-C 
수직연결통로 

GTX-C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창업지원 
레지던스 

(지상 4~28층) 

GTX-C 승강장 

씨드큐브 창동 

창업지원  
레지던스 

(지상 4~28층) 

오피스텔 
(49층) 

보행연결통로 
(지상 3층) 

오픈 
스페이스 

오픈 
스페이스 

문화예술테마거리 

환승 
시설 

보행연결통로 (지상 2층) 

광장 
오피스 
(16층) 

오피스 
(16층) 

창동역 (1·4호선) 

창동역 
(1·4호선) 

대합실 출입구 

창동역 환승연결통로 

소공원 

창업성장 
오피스 

(지상 4~23층) 

상업문화 
복합시설 

(지하 1층 ~지상 3층) 

A – A’ 단면도 

스트리트몰 _ 폭원 10m 
(필로티 및 오픈공간) 

창동역 
(1 · 4호선) 

도로 

A 

A’ 

[ 단면 keymap ] 

A 

À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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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 
오피스 

창업지원 
레지던스 

상업문화 
복합시설 

옥상정원 

광장 / 소공원 

창동역 
(1호선 · 4호선 ·GTX-C) 

씨드큐브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환승정류장 

연결통로 
연결통로 

서울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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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견을 반영한 창업혁신공간, 문화창작공간, 생활행복공간 등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거점 역할을 위한 혁신지구 공공기여시설 도입 

창업혁신공간 _ 4,300㎡ 

②  창업/기업 업무지원시설 _ 500㎡ 

원격 회의실 (화상회의 등) 

① 공공중심의 코워킹스페이스 _ 3,500㎡ 

공유 오피스 

③  노점가판매 재정착시설 _ 300㎡ 

안심 상가  

문화공연장 

④  지역 문화예술 지원시설_ 490㎡  

문화창작공간 _ 2,000㎡ 

VR/AR 스튜디오 

⑤  VR/AR 콘텐츠 체험/지원시설_ 800㎡  

메이커 스페이스 (3D 프린터실 등) 

⑥ 디지털 장비를 갖춘 창업/창작 지원공간_ 710㎡  

놀이방 및 육아실 

⑦  공공주택 육아관련 지원시설_ 200㎡  

동아리방 및 도서실 

⑧  공공주택 여가문화 지원시설_ 200㎡  

셀프 세탁실 

⑨ 공공주택 생활지원시설_ 100㎡  

생활행복공간 _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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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모 비고 

A 
광장 

(교통광장) 
1,450㎡ 지상 1층 

B 소공원 1,400㎡ 지상 1층 

C 도로 1,674㎡ 지상 1층 

D GTX-C 대합실 75m x 21m x 15m 
광장, 소공원 

지하 1 ~ 3층 

E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276대 지하 2 ~ 3층 

F 환승정류장 
버스 4면, 택시 5면,  

배웅 2면 
지상 1층 

G-1 

연결 
통로 

창동역 연결통로 53m x 5m x 5m 지상 2층 

G-2 

씨드큐브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차량/보행연결통로 

29m x 7m x 9m 
지하 1층(보행),  

지하 2층(차량) 

G-3 

씨드큐브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보행연결통로 

29m x 5m x 5m 지상 3층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및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승체계 마련를 위해  

광장, 소공원, 도로, GTX-C 대합실, 환승주차장, 환승정류장, 연결통로 등 조성 

씨드큐브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오피스텔 
(49층) 

G-2.보행/차량연결통로 
(지하 1, 2층) 

B. 소공원 

A. 광장(교통광장) 

C. 도로  

G-3.보행연결통로 
(지상 3층) 

창업성장 
오피스 

(지상 4~23층) 

상업문화 
복합시설 

(지하 1층~ 지상 
3층) 

창업지원 
레지던스 

(지상 3~28층) 

E.환승(공영)주차장 
(지하 2~3층) 

창동역 

G-1.창동역 연결통로 
(지상 2층) 

D. GTX –C  대합실 
(광장/소공원 지하 1~3층) 

F. 환승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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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  
오피스 

(지상 4~23층) 

부설주차장 (지하 4~6층) 

환승주차장(지하 2~3층) 

B 1 F 

B 2 F 
B 3 F 
B 4 F 
B 5 F 
B 6 F 

1 F 

2 F 

3 F 

4 F 

5 F 

6 F 

7 F 

8 F 

9 F 

10 F 

11 F 

12 F 

13 F 

14 F 

15 F 

16 F 

17F 

18 F 

19 F 

20 F 

21 F 

22 F 

23 F 

RL .F 

4 F 
5 F 
6 F 
7 F 
8 F 
9 F 
10 F 
11 F 
12 F 
13 F 
14 F 
15 F 
16 F 
17 F 
18 F 
19 F 
20 F 
21 F 
22 F 
23 F 
24 F 
25 F 
26 F 
27 F 
28 F 
RL .F 

광운대역 의정부역 승강장 

연결통로 
(창동역 1·4호선) 

GTX-C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하철 
(1·4호선) 

상업문화복합시설 
(지하 1층~지상 3층) 

버스, 택시, 자전거 (지상 1층) 

GTX-C 
대합실 

창업지원 
레지던스 

(지상 4~28층) 

버스·택시, 환승주차장(일반차량) 진·출입구를 분리하여 교통수단간 상충 최소화 

주 교통수단인 GTX-C 노선과 지하철 1·4호선을 직접 연계하는 수직동선체계 구축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사업대상지) 

 복합환승센터와 GTX-C, 지하철 1·4호선을 직접 연계하는 수직동선체계 구축 

창동역 
(1·4호선/GTX-C) 

버스 동선 

택시 동선 

환승정류장 투시도 

연결통로 

GTX-C 
수직연결통로 

(지상 2층 ~ GTX 연결통로) 

B – B’ 단면도 

[ A-A’ 단면도 ] 



24 

2020년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선정시 국비/지방비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심의 주요사항 

•건축, 경관, 입지규제최소구역, 복합환승센터, 교통 및 재해,교육 영향평가 등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 수립 

도시재생혁신지구 확정 승인 

도시재생혁신지구 고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통합심의 

시행계획 수립(3년 이내)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통합심의 

시행계획 인가 및 시행(2년 이내) 

[서울시] 

[서울시]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서울시] 

[서울시] 

개   요 

•근거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념 :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시행자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 또는 시행자가  총지분 

50% 초과 출자(공동 출자 포함)한 법인(법 제33조) 

국비 보조 

• 국비보조 :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 지원규모 : 국가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최대 250억원)    

• 지원방식 :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 승인된 혁신지구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용도 및 사업기간에 맞게 집행   

   * 국비 40%, 지방비 60% 매칭방식(용산사례: 국비 250억/지방비 375억) 

국가시범지구 개념 

•국토부장관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 구현을 위하여 

전략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시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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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 3,796억, 고용유발 2,524인, 부가가치유발 1,524억 효과 기대 

연간 2,972인 일자리 창출 기대   

 건설기간 중, 생산유발 3,796억/고용유발 2,524인/부가가치 1,524억 효과 

 운영기간 중, 연간 약 2,972인 일자리 창출 기대 

※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 총 건설비 ⅹ 서울지역 산업연관표 각각의 계수 적용 산출, 한국은행(2015년) 

      생산유발계수 2.045배 , 고용유발계수 13.6인/10억원, 부가가치유발계수 0.821배 

건설기간 
생산유발효과 

3,796억 

고용유발효과 

2,524인 

부가가치 유발효과 

1,524억 

운영기간 
일자리 창출 효과 

연간 2,97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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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는 2020년 12월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예정  

선정시 2021년 상반기 혁신지구 지정 고시, 2025년 하반기 준공·운영 개시 예정 

2020. 09. 25 

2020. 10. 26 

2020. 11 ~ 12 종합 평가 및 관계 기관 협의 (국토부) 

2020. 12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선정 결과 발표 (국토부)  

2021.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고시 (국토부) 

2021.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신청 (서울시 → 국토부) 

2022.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서울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및 착공 

2025. 하반기 준공 및 운영 개시 

주민 공청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제안서 신청 (서울시 → 국토부) 

 ※ GTX-C 대합실은 GTX-C 개통일정에 맞추어 개관(2026. 하반기 예정), (GTX-C) 노선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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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수렴 기간 및 방법 안내 ◇ 
 

◎ 제출기간 : '20. 9.25.(금) ~ 10. 6.(화)  5일간    ※ 추석 연휴 제외 
 

◎ 제출내용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제출방법    ※ 양식 별도 없음 

     - 댓   글 : 유튜브 채널 (http://www.youtube.com/user/seoullive) 

     - 이메일 : 메일 주소 (toughgay9@seoul.go.kr) 

     - 팩   스 : FAX (02-2133-0740) 
 

◎ 검토결과 : 서울 도시재생 포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답변 

                   (https://uri.seoul.go.kr) 
 

◎ 기타사항 문의 : 서울시청 동북권사업과(02-2133-8279)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부(02-3410-7547) 

https://uri.seoul.go.kr/
https://uri.seoul.go.kr/
https://uri.seoul.go.kr/
https://uri.seoul.go.kr/
https://uri.seoul.go.kr/
https://uri.seoul.go.kr/
https://uri.seoul.go.kr/
https://uri.seoul.go.kr/
https://uri.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