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강동구 성내동 443-1 삼천리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2 강동구 성내동 123-6 코끼리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3 강동구 천호동 320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4 강서구 등촌동 722 등촌삼안1 가로주택정비사업

5 강서구 등촌동 723 등촌삼안2 가로주택정비사업

6 강서구 내발산동 762 발산미주 가로주택정비사업

7 구로구 구로동 685-280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8 서초구 서초동 1611-1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9 서초구 방배동 853-5 한국상록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10 중랑구 면목5동 173-2 면목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

11 송파구 방이동 138-4 방이동 장안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 종로구 숭인동 61-2 숭인동 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8,175                                    조합설립 등 인가

2 용산구 서계동 116 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9,983                                    조합설립 등 인가

3 성수동2가 269-9 정안맨션7차 가로주택정비사업 2,809                                    조합설립 등 인가

4 홍익동 119-1 한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3,411                                    조합설립 등 인가

5 구의동 592-39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9,878                                    건축심의

6 자양동 588-22 자양번영로3나길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308                                    조합설립 등 인가

7 자양동 694 자양 현대한창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4,849                                    조합설립 등 인가

8 중화동 1-1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7,402                                    사업시행계획인가

9 중화동 324 중화동 32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578                                    조합설립 등 인가

10 면목동 44-6 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694                                       사업시행계획인가

11 면목동 10-2 면목동 10-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7,984                                    조합설립 등 인가

12 면목동 194-1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7,509                                    조합설립 등 인가

13 중화동 296-44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5,547                                    건축심의

14 면목동 1251-4 (가칭) 면목역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8,966                                    조합설립 등 인가

15 면목동 86-19 (가칭) 면목역 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7,659                                    조합설립 등 인가

 ■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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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화동 329-38 (가칭) 중화역2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9,960                                    조합설립 등 인가

17 중화동 329-58 (가칭) 중화역2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9,902                                    조합설립 등 인가

18 중화동 317-45 (가칭) 중화역2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8,267                                    조합설립 등 인가

19 장위동 68-833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6,685                                    건축심의

20 장위동 68-435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5,473                                    조합설립 등 인가

21 장위동 258-2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9,315                                    조합설립 등 인가

22 종암동 112 종암동 1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6,232                                    조합설립 등 인가

23 정릉동 218-1 정릉동 218-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6,471                                    건축심의

24 장위동 219-133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9,786                                    조합설립 등 인가

25 장위동 232-41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8,023                                    조합설립 등 인가

26 장위동 65-107 장위1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6,328                                    조합설립 등 인가

27 석관동 261-98 석관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8,543                                    조합설립 등 인가

28 정릉동 226-1 정릉동 22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7,066                                    조합설립 등 인가

29 장위동232-125 장위13-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3,805                                    조합설립 등 인가

30 종암동 81-188 종암동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4,169                                    조합설립 등 인가

31 석관동 332-46 석관 1-7(B)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9,801                                    조합설립 등 인가

32 번동 429-114 번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4,518                                    조합설립 등 인가

33 번동 429-97 번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7,827                                    조합설립 등 인가

34 번동 430-61 번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6,900                                    조합설립 등 인가

35 번동 428-4 번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0,246                                   조합설립 등 인가

36 번동 427-35 번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0,127                                   조합설립 등 인가

37 번동 454-61 번동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9,472                                    조합설립 등 인가

38 미아동 833-2 미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6,439                                    조합설립 등 인가

39 방학동 687-41 청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828                                    착공

40 도봉동 625-80 도봉동 625-8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7,424                                    조합설립 등 인가

41 방학동 343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5,158                                    조합설립 등 인가

42 창동 501-13 창동 501-1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8,103                                    조합설립 등 인가

43 창동 581-3 창동 신창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1,695                                    조합설립 등 인가

44 노원구 상계2동 322-9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4,353                                    조합설립 등 인가

45 은평구 갈현동 259 갈현동 이화연립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5,351                                    조합설립 등 인가

46 홍은동 355 홍은동 35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7,443                                    조합설립 등 인가

47 홍은동 322-1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7,448                                    조합설립 등 인가

48 홍은동 277-200 홍은동 크로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150                                    조합설립 등 인가

49 합정동 447-2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5,778                                    조합설립 등 인가

50 망원동 460-1 인경서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788                                       조합설립 등 인가

서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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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망원동 456-2 망원동456 가로주택정비사업 9,110                                    조합설립 등 인가

52 망원동 439-5 성도. 서광 가로주택정비사업 3,090                                    조합설립 등 인가

53 공덕동 111-72 (가칭) 공덕동 111-7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14,961                                   조합설립 등 인가

54 연남동 366-2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920                                       조합설립 등 인가

55 목2동 557 서울 목동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2,918                                    건축심의

56 신월동 487-9 삼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1,419                                    건축심의

57 목동 756-1 서울 목동2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3,811                                    조합설립 등 인가

58 신월3동 48-7 신월 가로주택정비사업 2,793                                    건축심의

59 신월1동 118-47 덕화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2,354                                    사업시행계획인가

60 신월7동 995 신월동 99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5,023                                    건축심의

61 신월2동 457-4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1,767                                    조합설립 등 인가

62 신월동 530 신월동 530번지 미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2,412                                    조합설립 등 인가

63 신정2동 282-11 신정282 가로주택정비사업 3,453                                    사업시행계획인가

64 목3동 657-1 목동 657-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9,938                                    조합설립 등 인가

65 내발산동 685-280 동원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2,302                                    착공

66 내발산동 716-20 경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3,745                                    착공

67 염창동 283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1,764                                    조합설립 등 인가

68 등촌동 654-40 등촌654 가로주택정비사업 2,745                                    조합설립 등 인가

69 염창동 276-1 염창동 우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2,341                                    건축심의

70 내발산동 672-9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2,317                                    건축심의

71 방화동 584-1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478                                    조합설립 등 인가

72 화곡동 817, 826 화곡동 817, 82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5,282                                    조합설립 등 인가

73 방화동 555-10 (신)중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1,616                                    조합설립 등 인가

74 방화동 286-1 한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4,652                                    조합설립 등 인가

75 고척동 97 대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1,769                                    착공

76 궁동 240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3,021                                    조합설립 등 인가

77 개봉동 298-33 진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577                                    조합설립 등 인가

78 독산동 234-72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679                                    착공

79 시흥동 973-6 중앙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249                                    착공

80 시흥동 973-4 유림 가로주택정비사업 1,572                                    사업시행계획인가

81 시흥동 937-26 청기와, 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 8,110                                    조합설립 등 인가

82 시흥동 864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3,742                                    조합설립 등 인가

83 시흥동 817 시흥동 81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9,906                                    조합설립 등 인가

84 영등포동2가439 영등포동2가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3,356                                    착공

85 대림동 786 보령, 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1,801                                    건축심의영등포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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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양평동6가 84 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3,139                                    조합설립 등 인가

87 사당동 206-1 사당동 206-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7,880                                    조합설립 등 인가

88 사당동 192-1 사당동 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5,726                                    조합설립 등 인가

89 관악구 봉천동 1535-10 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3,153                                    착공

90 서초동 1451-67 낙원, 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2,847                                    착공

91 방배동 911-3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597                                    사업시행계획인가

92 서초동 1622-4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3,586                                    건축심의

93 서초동 1660-9 서초교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2,434                                    건축심의

94 방배동 977-4 방배동 977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4,099                                    조합설립 등 인가

95 방배동 980-57 방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643                                       조합설립 등 인가

96 방배동 757-3 방배삼호 12, 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4,821                                    조합설립 등 인가

97 양재동 16-8 양재서건주택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1,236                                    조합설립 등 인가

98 논현동 150-4 논현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1,922                                    사업시행계획인가

99 청담동 34 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251                                    사업시행계획인가

100 대치동 1019-3 현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1,560                                    착공

101 역삼동 607-9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763                                       사업시행계획인가

102 도곡동 547-1 도곡동 54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3,321                                    조합설립 등 인가

103 삼성동 98 삼성동 9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5,848                                    건축심의

104 대치동 951-3 비취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1,567                                    조합설립 등 인가

105 대치동 602 선경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3,569                                    조합설립 등 인가

106 송파동 101-5 송파10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4,253                                    착공

107 방이동152-26 방이동 삼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391                                    착공

108 방이동 152-7 방이동 금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040                                    사업시행계획인가

109 오금동 143 오금동 행진빌라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2,205                                    건축심의

110 오금동 147 오금동 일신빌라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2,593                                    건축심의

111 송파동 42-3 송파동 호수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884                                    착공

112 삼전동 53-8 쌍용하이츠빌라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2,094                                    조합설립 등 인가

113 송파동144-9 송파동 14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780                                       착공

114 풍납동 406 풍납동, 성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1,215                                    조합설립 등 인가

115 방이동 178 방이동 광동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3,577                                    조합설립 등 인가

116 거여동 136-49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154                                    조합설립 등 인가

117 길동 375-2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293                                    사업시행계획인가

118 상일동 152(동남로 858)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5,224                                    착공

119 천호동 321-18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2,704                                    조합설립 등 인가

120  길동 355-5 동성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2,879                                    조합설립 등 인가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연번 사업시행단계자치구 대표지번 사업명 사업시행(예정)면적(㎡)

121 암사동 447-8 대명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3,238                                    건축심의

122 성내동 465-10 성내 유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1,571                                    건축심의

123 길동 364-1 길동 동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888                                       건축심의

124 명일동 263-2 명일동 현대하이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1,043                                    사업시행계획인가

125 명일동 336-16 명일동 336-1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738                                       조합설립 등 인가

126 성내동 517-4 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051                                    조합설립 등 인가

127 천효동 107-33 천효동 107-3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7,565                                    조합설립 등 인가

128 성내동 288-1 성내동 28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9,682                                    조합설립 등 인가

강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