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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도시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 및 신도시
건설로 기존의 도심은 공동화(空洞化) 현상 내지는 슬럼(Slum)화 되어 현대의 도시
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오늘날의 도시문제를 개선하여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까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옛
우리 문화를 되살리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범국민적인 경제
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도시를 활성화(regeneration)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주민들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이나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개발 이후에도 기존 토박이 주민
들이 현재의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재정착률(再定着率)을 높이면서
우리 마을이라는 주인의식으로 동네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
적으로 나서서 마을을 가꾸고 다듬어 내 고장 중랑구라는 주민의식이 널리 자리 잡
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
랑구의회 도시재생연구모임의 주민 밀착형 내지는 민생중심의 연구를 통하여 주민
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연구를 기점으로 지금
까지의 사업이 왜 지지부진하였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중랑구 지역에
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서울의 중심 중랑구, 나아
가 대한민국의 중심 중랑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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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사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하고 쇠퇴한 지역을 다양한 관리 체
계 도입을 통해 주민과 함께 물리적 개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분까지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정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문
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경
쟁력 제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지역공동체 회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특별시, 서울

국가와의 분권협력, 일자리 창출, 안전한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동력을 장착한 체감가능 도시재생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성장+민간·주민 참여로 재생주체 확대

중랑구 도시재생사업의 현주소(성과목표)

활력 넘치는 경제중랑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교육과 문화의 미래중랑

더불어 따뜻한 복지중랑

소통과 참여의 협치중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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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 일반현황(2020. 07. 01.현재)

인구 397,361명, 159,444세대
아파트 49,227세대, 일반주택 49,223세대, 연립주택 4,162세대, 다세대주택
19,633세대

교육시설: 유치원 29개소, 초·중·고교 82개교, 대학교 1개교

중랑구 비전과 전략목표

비전: 행복한 미래/새로운 중랑(부제 ‘서울시의 아침을 여는 중랑’)

전략목표: 미래 일자리 창출, 구민 삶의 질 개선, 중랑 이미지 제고

구정기조: 참여+소통+현장

중랑구민의 도시재생 이해 정도
주민들은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투입예산 대비 실제 효과 의문, 사업의 주체가 중랑구가 아닌 용
역회사로 착각이 든다. 즉 용역회사 의존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2020. 09. 16.의원간담회 토의사항
 도시재생은 주택(신주거지), 교통, 환경,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중랑구가 우위에 있다.
 면목동길 확장은 도시재생이 긴급한 부분이다. 특히 이 지역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구단위지정을 통한 개발이 효과적이다.
 중랑구에 특화된 ‘패션 중랑’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가게를 팔고 떠날 생각
만 한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주민들이 무조건 아파트를
선호하고, 주택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빌라를 건축하는 것은 해법이 아
닌 것 같다. 오히려 도시를 망가트린다. 특히 주거면적은 작은 것보다 좀 규
모가 큰(30평 내외) 면적을 선호하기 때문에 최대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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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가 될 것이다.
 서울토지주택(SH)공사는 임대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집은 짓더
라도 임대사업까지 함으로써 민간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임대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주차장 사업 등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
는 것이 맞다.
 역세권 350m이내에 묵동 동양쇼핑도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포함된다. 6~8
평의 비좁은 공간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결혼할 생각이 나겠나?
청년 분양APT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적어도 25~35평 규모의 평생주택
공급 제안이 옳다.(묵1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 제외)
 상업지역(묵동)에 청년주택 1,221세대를 건립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며, 분
양 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여 분양하더라도 분양 후 차량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소유하게 되고, 또한 10년 후 분양하게 되면 차
량을 가구마다 소유하게 된다면 일대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며, 주변 일대는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을 것이 분명해진다. 공공임대(청년, 저소득, 신혼부부)
에서 6년, 10년

거주 후 분양한다면 주차문제 심각할 것이며, 최장 30년 임

대거주 필요하다.(묵1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 제외)
 민간임대가 오히려 더 편리, 값이 싸다. 그래서 묵동의 청년주택은 미분양,
내부시설, 옵션, 임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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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 도시재생 SWOT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전담조직(도시재생과) 구축, 조례제정 및 도



공공의 역할부재와 개발이익의 사유화, 도시

시 재생기금 조례제정 등 지자체의 강한 추

재생사업이 주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

진 의지

어지고 있는 등 도시재생의 사각지대 발생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



다양한 사업방식의 부재, 재원조달 방안의

진 전략 제시

한계 및 갈등조정기구의 부재, 즉 주민의

쇠퇴한 도시의 활성화 추진 및 도시경쟁력

반발이 큰 일부 지역의 경우는 단 한 치의

제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
실현

진전도 없는 경우도 있음


구시가지의 노후화 심화 및 경쟁력 저하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뉴타운 해제 이후 새로운 정비대안 마련 공



감대 형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성장/경제성장
둔화



광역교통 개선



주변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유출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 강화



서울의 중심축 의존도 심화(외곽에 대한 홀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방향제시

쇠퇴 유형별 추진전략의 정립

추진주체의 역량 배양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리더의 관심과 추진력

중랑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지역별 추진현황 및 중점 점검사항
위치

묵2동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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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493,219

추진현황
활성화지역(‘17.02.-’22.12)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선정

중점점검사항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 전환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확장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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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면적(㎡)

추진현황

중점점검사항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면목3, 8동

18,020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사업의 실

선정(‘19.05.-’22.12.)

익이 현 거주자에게 돌아갈 방안준
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책

(구)중화2
촉진

140,855

활성화지역 선정
(‘19.04.-’23.12.)

노령인구비율이 높고 1인가구 다
수, 저소득취약계층 보호 및 재정
착을 위한 대책 필요

희망지 사업 → 활성화사업
망우본동

129,497

(‘19.05.-’19.11.)

투입예산(969백만 원)대비 효과 미미

※ 종료

면목2,
상봉2동

면목3, 8동
(사가정시장)

292,000

147,998

중화3 존치
980,000
중화2 존치
총

2,201,589

활성화지역 선정
(‘19.11.-’24.12.)

전통시장연계형 희망지
선정 (‘19.05.-’20.3.)
희망지사업 선정
(‘19.12.17.)

정책목표 단순화 필요,
주민의견 수렴과정 특히 중요, 영
세봉제사업자 보호(아파트형공장)

희망지 사업 종료상태

희망지 사업지역

중랑구 주거면적(10.82㎢)
대비 20% 차지

벤치마킹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시의 도시재생사업(1966년) : 실패사례

영국의 도시재생사업(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 성공사례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우리나라의 경우 : 서울 시흥동 박미사랑마을(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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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언

사용자 또는 토지주 위주의 개발방식이 아닌 거주자, 세입자 배려

저소득층/세입자 재정착률 거양 대책 필요

관주도형에서 주민 참여형 개발방식 채택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합 상생 개발방식 도입

축제 위주, 놀이위주 등 형식적이고 겉치레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 사업 전개

단편적 개발이 아닌 종합적인 개발방식

양적 팽창보다는 실적위주의 질적 사업전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평가(결론)
첫째, 아무리 효과적 정책집행이라 해도 지나치게 많은 정책비용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성공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둘째, 정책목표가 달성되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선택되고 이
를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책수단이 충실히 실행되었지만 정
책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셋째, 애매모호하거나 모순 대립되는 정책목표들이 우선순위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못
하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정책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집행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사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선의 담
당자들이 여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집행 담당
자들은 재량권을 가지고 시간, 자원, 능력, 의욕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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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배경 및 목적

제1절

제안 배경

2020년 10월 12일 채널A TV 방송 저녁 7시 33분 뉴스시간에 “낙후된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
면서, 무려 50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작 주민들은 반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Scene #1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여기 오래된 동네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동네를 바꿔준
다는데 정작 주민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 그림 1-1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 |

출처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h2R5tdCIc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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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140억원, 올
해 말 마무리를 앞두고 동네가 나아졌느냐고 물었습니다.
“뭣 하러 했냐고 다 불만이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좀 아름답고 살기 좋아야 되
잖아요. 주거환경이 나아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차도 못 들어가는 그 골목에다가
집수리만 해놓으면 뭐하냐고" (주민 백○○)

한 주택 안에 수십 세대가 모여 사는 이른바 벌집도 그대로입니다. 변기만 있고
세면대 하나 없는 열악한 화장실도 여전합니다. 보통 20-30년이 넘은 집입니다. 얼
마나 낙후됐냐 면요. 길을 걷다보면 공용 화장실이 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달라
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주민 쉼터도 들어섰고, 집 수리비도 일부 지원됐습니다.
올해 경우 도로 정비 등 시설비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정도면 기존
SOC 사업을 활용해도 됐다는 게 주민들 생각입니다.

"골목 조금 깨끗해지고 그런데 1천억 원씩이나 그게 들어가나? 워낙 노후화 돼서
조금 페인트칠 해가지고는 안 돼. 어디 창문 하나 바꿔서 될 일이야?”(주민 ○○○)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도시재생 사업은 5년간 50조가 투입돼 대폭
확대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 265곳이 선정됐는데 차라리 재개발을 허가해달라
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Scene #2 (경기 성남시 태평동)
성남시 태평동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3동은 재개발 예정, 2,
4동은 도시재생인데 주민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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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경기 성남시 태평동 도시재생사업 |

출처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h2R5tdCIcbA)

"옆에 1, 3동은 재건축 하겠다 해서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는… 앞으로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집값이) 떨어진다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주민 천○○)

"지금 나쁠 거 없잖아요. 재개발 되면 좋죠. 나도 아파트 가서 한 번 살아보고 싶
습니다.”(주민 구○○)

구도심을 정비해 경쟁력을 살린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철거형(재개발) 방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는
데요. 주민들이 만족할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 환경에 맞게 방식을 유연하게 정
해야 합니다.”(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울 금천구 박미사랑 마을은 주민참여가 핵심적
인 역할을 했습니다. 충분한 소통을 거쳐 공동 육아와,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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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면서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 그림 1-3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도시재생사업 |

출처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h2R5tdCIcbA)

Scene #3 (서울 금천구 시흥동)
"지저분한 게 좀 정돈이 됐다고 할까? (마을회관에) 연세 드신 분들이 노래도 하
고 거기서 많은 것을 즐기고 있어요."(주민 유○)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한 내용에서
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아파트로 마무리되는 재건축과 달리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다
는 장점이 있으며, 도시재생을 선정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1)”
도시재생사업은‘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하고 쇠퇴한 지역을 다양한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주민과 함께 물리적 개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
화적 부분까지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
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 자생
적 성장기반 확충, 지역공동체 회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1) 김철웅, 2020년 10월 12일, 채널A TV뉴스,

6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이다2).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기존 도시의
경제가 쇠퇴하고, 상업·문화·교육·복지 등 여러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이
로 인해 기존도시들의 삶의 환경 질의 저하로 인하여 정주(定住)인구의 감소는 물
론 도시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특히 대규모 복합개발을 의미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특성상 사업이 장기화되
거나 참여주체들 간의 갈등의 상존, 복잡한 인·허가 과정, 잦은 도심 재생사업 관련
정책이 바뀜으로 이로 인해 당초의 도시재생의 목표하였던 바대로 완성하는 것이
큰 과제임에 틀림없다.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적,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재활성
화 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중랑구 또한 주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정책대안과 더불어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 과업의 목
적이다.

1. 정부의 도시정책 뉴딜사업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인 뉴딜 정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 『도시재생특별법』)으로 인하여 전국에 걸쳐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낙후한
원 도심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졌다. 다음은 도시재생의 기본 틀을 나
타내는 도시재생특별법 조문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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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요약) |
구 분

내 용

제1조
목적

1.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
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
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제4조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수립

1. 기본방침수립
∘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10년마다 수립, 필요 시 5년마다 재
검토 정비)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해 도시재
생 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해 도시쇠퇴 진단,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지자체의 자료 요청
2.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조시재생 기본방침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 도시 쇠퇴현황
및 기초생활 인프라 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 추진
3. 수립·변경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청취→
도시 재생특별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1. 기간: 10년 단위로 수립, 5년 단위 정비

제12조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

제13조
도시재생전략
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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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자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포함(이 경우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동으
로 수립 시는 제외)
3.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
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 집
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1.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① 계획의 목표 및 범위
②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③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⑤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⑦ 중앙·지방정부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⑧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⑨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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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13조
도시재생전략
계획 내용

제14조~제18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변경 절차

내 용
⑩ 기초생활 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⑪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⑫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2.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 시 다음 2개 이상 충족해야함
①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② 총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③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1. 기초조사 수행(전략계획수립권자)→공청회 개최(주민과 전문가 의
견수렴), 지방의회의견 청취(60일 이내 의견제시, 경과 시 없는
것으로 간주)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내 의견제시)->
지방위원회의 심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승인→도시재생전략계
획 공고, 일반인 열람
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
획 수립,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 재생형 활
성 화계획 수립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됨
① 계획의 목표
②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③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④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⑤ 예산 집행 계획
⑥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⑦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승인 필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확정·승인

2. 국토교통부장관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사항이 포함 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국가 지원 사항 결정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3. 도시재생활성화계→확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류 송부→계
획 내용고시, 일반인 열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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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10조원의 재원을 5년
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곧 ⓵우리 동네 살리기(5만㎡미만), ⓶주거정비 지원형(5
만~10만㎡), ⓷ 일반 근린형(10만~15만㎡), ⓸ 중심시가지형(20만㎡), ⓹경제 기반
형(50만㎡ 산업 지역)과 같이 총 5가지 사업을 구성되어 있다. 사업대상자 절반 이
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 동네 살리기)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표 1-2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추진
근거

국가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활성화지역으로
신청한 곳)

대 상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특 성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상업

산업

기 간

3년

4년

4년

5년

6년

면 적

5만㎡

5만～10만㎡

10만～15만㎡

20만㎡

50만㎡

내 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주거지 정비,
노후주거지 정비,
골목길 정비,
이전․유휴공공시 공공기능 및 상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생활
주차장, 생활편의 설을 활용한 공 권 활성화를 위 및 복합 앵커시
편의시설 등 공급
시 설 ( 신 규 도 로 , 동체 거점 조성 한 시설 조성
설 구축
(도로정비 可)
확폭 可)

출처: 국토교통부

2018년도 기준 정부의 뉴딜정책은 서울 7개소, 경기 9개소 등 전국적으로 99개
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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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

자료: 국토교통부

2.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2000년대 초반 북촌마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후 대
규모 쓰레기매립장이었던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를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킨 DMC사업, 그리고 잘 알려진 청계천복원사업 등이 테마 별로
추진되어 왔다. 이후 2012년 이후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점검과 이후 수습을 위한 사
업으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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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전략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국
가도시 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
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다.3) 이를 전략계획의 절차는

① 기초조사단계 : 문헌, 통계자료, 현장조사 및 주민·지역전문가 설문·인터뷰 등을
통한 도시재생자원 발굴
② 계획수립단계 : 쇠퇴진단/여건분석/기본구상/전략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우선순위 설정/재원조달계획 선정 등
③ 의견청취·협의단계 :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해정기관 협의 등 시장·군수
의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자문
④ 심의단계 : 지방도시자문위원회 심의(광역 및 기초단체장)
⑤ 확정·공고 단계 : 계획의 확정에 따른 공고 및 열람
의 과정을 거친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배려이며, ‘시민’에 의한 ‘시민’이 원
하는 ‘시민’ 스스로 도시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하
는 것이 그 특징이다4).

3)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 자료: 서울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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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서울시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

자료: 서울도시재생 포털

서울시의 도시재생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①국가와의 분권협력, ②일자리 창출,
③안전한 정주환경, ④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가능 동력을 장
착한 체감가능 도시재생”을 목표로 정하고 과제별 목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역에서 용산 국제업무축 재생, 장안평 경제거점 재생, 새로운 광화문 광
장 조성, 영등포·경인로 도심권 재생 및 홍릉 연구도시 재생을 세부사업으로 하는
국가협력 기반의 글로벌 경제거점을 창출하고,

둘째, 4차 산업거점과 지역명소 창출, 국공유지를 혁신거점으로 활용, 지역과 연
계한 전통시장 재생, 대학·지역 연계혁신 공간 창출, 역세권 컴팩트 시티 재생을 세
부사업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셋째, 주거재생사업의 확대, 노후 주거지의 기초 인프라 확충, 소규모 정비기법
활성화, 집수리·골목환경개선 지원 및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하
고 체감 가능한 주거지 재생지원 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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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민간 주도 재생사업의 정착, 지역 주체의 역량강화, 지역재생전문관 파견,
공공디벨로퍼의 역할 확대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마련 등 민간 주도·공공협력으로
선순환 체계구축 등을 설정하고 비전실현을 위한 20개 과제로 선정하였다.

| 그림 1-6 추진전략 및 과제5)(비전실현을 위한 20개 과제) |
국가
협력

일자리 생태계
성장

안전한
정주 환경

국가협력 기반의
글로벌 경제거점 창출

미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일자리기반 조성

다양하고 체감가능한
주거지 재생지원

1. 서울역~용산 국제
업무축 재생
2. 장안평 경제거점
재생
3.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4. 영등포·경인로 도심
권 재생
5. 홍릉연구도시 재생

1. 4차산업거점과
지역명소 창출
2. 국공유지를
혁신거점으로 활용
3. 지역과 연계한 전통
시장 재생
4. 대학·지역연계 혁신
공간 창출
5. 역세권 컴팩트 시티
재생

1. 주거재생사업의 학대
2. 노후주거지의 기초
인프라의 확충
3. 소규모 정비기법 활
성화
4. 집수리·골목환경개
선 지원
5.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지속가능한
미래
민간주도·공공협역으로
선순환
체계구축

1. 민간주도 재생사업
정착
2. 지역주체의 역량
강화
3. 지역재생전문관
파견
4. 공공디벨로퍼의 역
할확대
5. 젠트리피케이션 대
책마련

자료: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①일자리 거점 육성형, ②생활중심지 특화형, ③주거지 재
생형, ④거점 확산형 등으로 나누고 다음 표와 같이 재생방향, 재생대상, 규모 및
법적 유형 등을 나열하고 있다.

5) 서울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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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유형 |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

일자리거점
육성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재생방향

정부·민간부문과
협력적 추진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쇠퇴산(상)업 지역,
역사자원지역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특화

주거환경정비 및
지역공동체 회복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

대규모(저이용)
가용지를 보유한
지역

기존의 산업 또는
상업의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지역역사·문화·자연
자산의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

노후(쇠퇴)하고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저층주거지
대상

유휴 국공유지 등
주변으로
파급효과가 큰
필지 및 구역 단위

50만㎡ 내외

20만㎡ 내외

20만㎡ 미만

필지, 소규모 구역
단위

경제기반형

근린재생
지형

근린재생 일반근린형

재생 대상

규모

법적 유형

중심시가

주거지
재생형

거점확산형
(비법정유형)

-

자료: 서울도시재생포털

서울시는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담아, ‘2015년 12
월, 법정 기본계획인 ’2025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권 내 거점
육성으로 도시기능 고도화를 통해 ⓵ 글로벌 경제거점 창출, ⓶ 일자리기반 조성,
⓷ 주거지 재생 지원, ⓸ 선순환체계 구축과 같이 총 4가지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
으며, 또한, 위 4개의 주요 추진전략 아래 2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
립하였다. 지난 6월 25일 제 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2025 도시재
생전략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중심시가지형 6곳, 일반 근린형 2곳, 국
가선도 지역 2곳 등 총 10곳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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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현황 |
서울형 유형

사업명

일자리
거점 육성형

경제기반형

생활
중심지
특화형

대상지
(`15) 서울역, 창동․상계, 장안평
(`17) 영등포․경인로
(‘19) 홍릉 연구단지

15

(`15) 세운상가,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정동
(`17)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안암동,
4.19사거리, 독산우시장
(`19) 홍제역, 효창공원, 북촌가회동, 구의역,
풍납동,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

일반
근린형

21

(`15)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성수, 신촌,
암사, 장위, 상도4동
(`17) 창3동, 천연·충현동, 묵2동
(`18) 송정동, 인수동, 도봉2동,사당4동,
성내2동
(`19) 사근동, 응암3동, 목3동, 공항동,
청운효자사직동

주거지
지원형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활력증진
사업
새뜰마을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우리동네
살리기

거점
확산형

개소

5

중심
시가지
형

근린
재생형

주거지
재생형

관련법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개별법에
따라 추진

(`17) 수유1동, 불광2동, 난곡동
(`19) 신월3동, 구로2동, 중화2동

84

연남동, 정릉동1, 미아1, 또바기마을,
개봉1동 등 84개소

11

필동 서애길 활성화 계획 등 11개소

2

금천구 암탉우는 마을, 돈의동 쪽방

5

(‘18) 제기동, 독산1동
(‘19) 은천동, 제기동, 본동

15

광운대역, 상암·수색,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서남권 G-Valley,
세종대로, 석유비축기지, 노들섬, 여의도일대
한강협력사업, 서촌, 돈의문 박물관 마을,
남산예장자락, 백사마을
현대차 미래연구소, 동부제강부지,
선교사주택(*성곽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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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형

사업명

관련법

개소

대상지
(시범사업, 2개소)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
일대, 성북동 선잠로2가길 일대

거점
확산형

골목길
재생사업

서울시
골목길
지원조례

25

(‘18) 운니‧익선동 삼일대로32길 일대,
장충동2가 퇴계로 56가길 일대,
독산동 시흥대로101‧103길 일대,
용답동 용답21길 일대,
수유동 삼양로73가길 일대,
월계동 광운로13·15·17길 일대,
천연동 독립문로12길 일대,
합정동 토정로4길 일대,
연남동 동교로51길 일대,
강남구 대치동 삼성로64길 일대,
영등포구 신길3동 신길로41라길일대

(‘19) 권농동·와룡동 일대,
이태원동 소월로40길 일대,
송정동 송정12라길 일대,
자양동 뚝섬로30길 일대,
묵동 동일로161길 일대,
수유동 삼양로87길 일대,
창동 덕릉로 54가길 일대,
망원1동 월드컵로 19길일대,
목동 중앙본로1길 일대,
화곡8동 초록마을로 26길17일대,
고척로3길~경인로15길 일대,
난곡동 난곡로15길 일대

4개 유형

10대 사업

189

자료: 서울도시재생포털

3. 도시재생 주체별 역할과 기능
도심재생사업의 참여자인 사업주체별로 그 역할과 기능 다음과 같다. 도심재생
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세분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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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도심재생 사업의 주체별 역할 및 기능 |
구분

공공부문

주체

해당부서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역할 및 기능
법령 등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예산지원, 모니터링

서울
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관련 실·국 상설협의체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수립
신규정책 및 사업계획 제안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재생지역 사업총괄 조정자 역할 활성화지
역 모니터링 및 평가

자치구

구청 전담조직
동주민센터 등

자치구 차원의 도시재생전략 수립 주민의
견수렴 현장밀착 계획수립 및 실행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민관상생협의회 운영 및 실무 지원 거버넌스
구축
주민상담, 진단, 교육, 홍보 등

주민

주민(상인)협의체
마을활동가(조직) 소유자

주민의견수렴의 창구 역할
주민갈등 조정 사업계획 공유 등 의견제시

사업추진
협의회

협의체 대표, 지역전문가, 센터인력
전담조직담당자, 사업시행자, 이해관계자

사업추진 및 사업협의 이해 당사자 의견
모으기 이해 및 협조 구하기 공감대형성으
로 사업간 이견 및 갈등 조정

지원기관

서울주택도시(SH)공사
서울연구원

제안된 사업참여 및 교육지원
시책발굴 및 제도적 지원
활성화지역 DB구축 및 모니터링 지원

4. 중랑구 도시재생사업의 현주소
중랑구청은 민선7기 구정발전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
발” 사업으로 2개 핵심과제와 18개 사업을 선정 발표하였다6). 중랑구청의 청사진
에서 중랑구청의 비전과 전략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6) 중랑구청, “민선7기 구정발전4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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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을 위해,
 서울 동쪽 미래성장 거점으로 발돋움을 위해 신내 차량기지 이전으로 확보한
부지에 4차 산업과 연계한 헬스케어산업, 첨단의료사업 유치하고, 창업지원센
터건립, 신내3‧양원지구 첨단기업 유치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중랑의 산업‧상업기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패션봉제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패션
(봉제)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지원 확대,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랑구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positioning)을 위한 사
가정역세권 먹자골목 젊음의 거리 조성,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

둘째,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을 위해,
 노후화된 주거도시를 경제‧사회‧물리적으로 부흥,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
경개선, 기반시설해결, 지역공동체 해결을 도모하고, 상업‧준주거 지역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서울의 외곽지역에서 수도권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면목선 도시철도 개
통, GTX 노선 신설 등 교통 체계개선 도시공간구조 개선으로 지역발전 및 삶
의 질 향상으로 망우-상봉역 복합역사 개발 통해 단절된 남북지역 연결, 환승
체계 개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확보된 부지에 공원 조성, 문화복합시설, 상
업용지 개발을 추진

셋째, 교육과 문화의 미래 중랑을 위해,
 교육지원 확대‧강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방정환교육지
원센터 설립, 혁신교육지구 지정‧운영, 책 읽는 중랑 프로젝트, 도서관 20개소
확충 등 문화예술 욕구 충족,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망우역사문화
공원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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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을 위해
 어린이, 여성,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중
랑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 돌봄 센터 설립, 청년 기본조례 제정,
경로당 지원강화, 장애인복지과 신설,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의료원을 일류종합병원으로 격상 지원, 반려동물 지원
강화를 위한 동물복지팀 신설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서울둘레길 등
산로 정비, 장미거리 연장 추진

다섯째,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을 위해
 다양한 구정참여를 통한 주민 의견의 구정반영 확대,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중랑 비전 원탁회의 구성‧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확대, 주민과 함께하
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추진과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
생하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중랑구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환경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 그림 1-7 중랑구청의 비전 및 전략 |

자료: 중랑구청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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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랑구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낙후된 지역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자원을 활
용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분야에서 성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랑구는 경기·강원도로 나아가는 경춘선 전철과, 경의중앙선이 통과하는 전철과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보로인 내부순환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동일로, 용마
산로, 망우로가 지역에 동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서울지하철 6호선의 봉화산역과 종점인 신내역이 되어 일대 주민들에게 편리
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 그림 1-8 광역교통체계현황 |

자료: 중랑구청 홈페이지

중랑구는 서쪽으로 중랑천을 경계로 동대문구와, 남쪽으로 용마산을 접하고 광진
구와, 북쪽으로 공릉천을 맞대고 노원구와, 동쪽으로 용마산을 배경으로 경기도 구
리시와 접해있다. 망우산, 용마산, 봉화산 등의 녹지개발, 중랑천 둔치를 중심으로
한 하천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선⦁경춘선⦁지하철 6⦁7
호선 등 기존 통과하는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는 지역개발, 문화⦁체육⦁복지 시설
확충 등 경쟁우위성을 점하고 있는 지역의 경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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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노력에 힘입어 중랑구는 서울동북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중랑구에만 특정된 사항은 아니며, 우리나라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도
시문제로 대두되는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인구감소, 낙후된 주거환경개선 욕구
및 난개발 문제, 베드타운 중심의 열악한 지역경제, 교육경쟁력 답보 및 인구유출
지속, 문화⦁체육 시설의 상대적 열세 등 그동안 다방면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수준은 여전히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 기후변
화와 전염병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의 위기, 세계 및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와 저
성장 상시화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랑구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구정발전의 양대 축이며 정책의 견제자로서 중랑구의회 의원들의 정책역
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지역 현황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
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 중랑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
향 모색과 과제 발굴이 요청됨에 따라 연구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5. 중랑구 지역 일반정보
중랑구는 옛 양주군 면목리(면목리동)과 양주군 구리면이 합쳐 서울시 동대문구로
편입되었다가 1988년에 서울시 분구정책에 의해 중랑구로 독립하게 되었다. 양주군
구리면의 일부는 구리면(읍)으로 변경되었으나 오늘날 구리시로 변천하게 된다. 동
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 특색이 있으며, 번화가는 주로 서부 쪽으로 치우쳐 있고
지하철 6 ,7호선과 수도권 전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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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중랑구청 입구 전경 |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이 통과하고 있다. 관내는 이전에 주로 먹골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이 넓게 퍼져 있어서 먹골배 주산지로 유명하였으나, 이후 아파트 개발로 재
배단지가 인접 남양주시 및 구리시로 이전하여 재배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목장으
로도 유명하여 서울우유의 본 조합도 중랑구 상봉2동에 자리 잡고 있다.
중랑구는 서울의 동북쪽 외곽에 위치하여 오랫동안 터를 잡아 살아온 원주민이
많아 애향심이 강한 편이다(3대 이상 거주는 약 3%정도)7).
| 그림 1-10 중랑구 관내도 |

자료: 한일지도(http://haniljido.com/)
7) 위키나무, 중랑구(https://namu.wiki/w/%EC%A4%91%EB%9E%91%EA%B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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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현재 중랑구의 일반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랑구의 인구는 총 397,361명이며, 이 중 남성은 195,349명(49.53%), 여성은
199,065명(50.4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 수는 159,444세대이며, 지역면적은
총18.53㎢8)이며,

주택은

아파트

49,227세대,

일반주택

49,223세대,

연립주택

4,162세대, 다세대주택이 19,633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독, 다가구 주택중심으
로 대부분 7, 80년대 형성된 노후주택이 대부분이다.

기반시설로는 331.3km, 하수도 401.8km, 공원시설은 72개소 4.6km(중랑구 전
체면적의 25%), 상수도 79,832수전(water post), 도시가스는 총연장 420km9)에 이
르며, 주요시설로는 중랑구청, 서울의료원 등 총 50개소, 관내 교육시설은 유치원
29개소를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등 82개교가 있으며,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도
10개소가 있다.

| 표 1-6 인구분포·면적·주택 |
<인구분포>

<면적>

<주택>

자료: 중랑구 홈페이지

문화시설로는 공연장 1개소, 전시장(중랑아트센터) 1개소, 영화관은 메가박스 상

8) 주거지역 10.82㎢(58.39%), 상업지역 0.36㎢(1.94%), 녹지지역 7.35㎢(39.67%)
9) 본관 37km, 공급관 268km, 단지내 11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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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점, CGV상봉점 등이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 참여율은 서울시에서 영등포구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편이다.

산업구조는 운수업, 도매업, 제조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이며, 제조업의
72%가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다.

| 표 1-7 중랑구 지역 산업구조 |
계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제조업

기타

27,915개
(100%)

6,368개
((23%)

5,504개
(20%)

4,156개
(15%)

3,491개
(13%)

8,396개
(29%)

자료: 중랑구 홈페이지

중랑구의 행정조직은 2담당관, 1추진반, 5국 31과, 1소10) 4과 1지소, 1의회사무
국 및 16개 동주민센터가 있으며, 2020년 예산은 753,84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737,000백만 원과 특별회계 16,846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1-8 중랑구 연도별 인구 증가율 (단위: 명, %)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인구증가율

2015

413,909

206,505

207,404

-

2016

411,005

204,900

206,105

-0.70

2017

408,226

203,325

204,901

-0.68

2018

403,209

200,419

202,790

-1.23

2019

397,015

196,959

200,056

-1.5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연구진 재구성

10) 중랑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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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랑구 도시재생 개요

도심재생은 신도시 위주의 도시가 확장되면서 발생되는 도심 공동화, 슬럼화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 도시구조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활성화하는, 즉 재개발이
아닌 ‘지역특색을 살리면서 고쳐 쓰기’를 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공간을 늘려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중랑구는 핵심과제를 ①중랑을 아름답게! 광역차원 거점개
발 사업과, ②안전하고 편리한 중랑형 도시재생강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18개 사
업을 선정하였다.

1. 민선7기 중랑구 4개년 계획11)
민선7기 비전은 “‘서울의 아침을 여는 중랑,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이라는 목
표 하에 배려와 인정이 넘치고 여가와 문화, 전통을 지닌 중랑구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와 경제·교육·문화·복지에 있어 새로운 중랑으로 나아가자”라고 정하고, 민선7
기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전략목표는
첫째,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도시 중심공간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둘째,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심재생을 통한 구민 삶의 질 개선
셋째, 긍정 이미지 전환 위한 역사와 스토리 기반 장소 발굴을 통한 중랑 이미지
제고 등 이며

성과목표는
첫째,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

11) 중랑구정 4개년 계획[2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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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셋째, 교육과 문화의 미래 중랑
넷째,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다섯째,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
으로 정하고 “참여+소통+현장” 중심의 구정기조를 유지할 것을 발표 하였다.

| 표 1-9 민선7기 비전과 정책방향 |

자료: 중랑구

구정 4개년 계획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 ‘서울의 아침을 여는 중랑’이라는
모토아래 5개 성과목표, 14개 핵심과제, 1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12)
첫째, 활력 넘치는 경제중랑을 위해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과 패션봉제 산업 지
12) 자료: 2019업무계획,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 2019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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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통 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노력

둘째,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망우-상봉역 복합역사개발
과 상업지역 확대 및 도시환경정비에 박차
셋째, 교육과 문화의 미래 중랑을 만들기 위해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도서관을 20개소 확충하는 등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

넷째,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어르신 및 장애인지원에 집중

다섯째, 언제든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을 위해 토론
의 장을 활짝 펴고, 현장을 직접 찾아 경청 및 참여하는 공간 확대

2.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행태들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도시변
화를 위한 보편적인 트렌드(trend)로 그 명칭은 달리하여도 일반적으로 도시재개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입안(정책결정)하고 진행(정
책집행)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진다.
성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성공적」이라는 용어가 가치판단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 판단자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똑 같은 도시 재생사업이라 하더라
도 성공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패로 평가되기도 한다.13)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성
공기준을 이론적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내용적 기준에서는 도시재생의 성공여부를 특정한 입장을 지닌 정책 주체와는 관계없
이 실질적인 내용상의 사업에 대한 정책과정을 국가·사회전체의 입장에서 판단하는데,
13) 박용치, “현대행정학 원론” 제2편 정책 및 기획이론, 도서출판 우암, 2014 pp.5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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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효과성이다. 효과성에 의한 판단은 도시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목표가 잘 달성되었을 경우에 이를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 많은 학자들이 이 기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14), 이에 대한 반
론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아무리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도
시재생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선택되고 충실히 실행되어야 하는
데, 정책수단은 성실히 실행되어도 정책목표인 도시재생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
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의 목표가 애매모호하거나 우선순
위가 없이 나열되어 있다면 무엇이 효과적이라는 것인지 의미가 명백하지 못하면
곧 성공적인 집행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능률성이다.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도시재생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즉 동일한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던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
해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능률적인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15)

레인(Rein)과 라빈노비츠(Rabinovitz)는 정책집행에 대한 절차적 기준에 의한 성
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적 명제, 합리적·관료적 명제, 합의 명제 등을 들고 있으
며, 절차적 기준이란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 정책대상 집단과 관련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나 집행절차상의 특정한 활동의 존재유무를 사용하여 정책
집행의 성공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책의 목표, 정책수단, 정책의 집행방법
들을 성실히 실현하였는가를 의미하는 법적 명제(legal imperatives)와 집행 행정
관료들이 집행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행정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지적으로 합리적이
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합리적·관료적 명제(rational bureau
14) Sharkan-sky, 1982, pp.41-54: Ripley and Flanklin, 1986, p.85
15) 최임광,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집행 연결요인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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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tic imperatives)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에 관련된 이해 집단들 모
두가 합의할 수 있도록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합의 명제(consensual
imperatives)로 민주적으로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용 하는 것과 이들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업 검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6)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의 내용과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차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책내용의 합리성으로 집행 의욕과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
을 확보하고, 정책집행의 수단과 자원의 확보, 정책의 중요성, 복잡성, 동태성과 더
불어 불확실성이 배제되어야 하며, 정책참여자들의 지지, 정책집행 주체의 전문성
과 의욕, 조직의 규범과 절차, 자원의 원활한 배분 등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 그림 1-11 복원된 청계천 전경 |

자료: 핀포인트 뉴스, 2020. 03. 20. 기사

16) 최임광,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집행 연결요인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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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집행의 순환과정에서 결정 당시의 변수, 즉 상황적 변수 외에도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간적 차원,
정책의 내용, 체계(조직)의 발달 수준, 정책결정권자의 가치관, 자원(예산)의 공급
상태, 위기 및 진퇴양난의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하는 위기관리 능력 등이 변수로
작용하며, 특히 정책에 관여하는 도시재생의 위원회 위원, 전담조직, 지원기구, 도
시재생지원센터 등 참여자들의 가치관 및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3절

중랑구 도심재생사업의 여건 분석

중랑구의 도시재생사업은 면목동 면목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면목2·5주택재건축
사업, 중화뉴타운 사업 등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민간주도형 재건
축·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일부는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제되었
다.17) 도시재생 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17년 2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로 묵2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을 기점으로 하여 2018년 8월
31일 묵2동 뉴딜사업구역 선정, 2019년에는 4월 11일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월 2일 망우본동 희망지 사업선정, 5월 15일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
망지 사업 선정, 5월 20일 면목3·8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선정, 11월 25일 면목2동
및 상봉2동의 면목동 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12월 17일 중화2동 희망지
사업 선정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17) 2020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지정된 묵동 177-4, 중화동 134, 면목동 393, 면
목동 1069 일대 지구지정이 2020년 11월 8일 해제되어 개별건축이 허용되는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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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0 중랑구 도시재생 추진현황 |
위치

면적(㎡)

1

묵2동

493,219

2

면목3,8동

18,020

3

(구)중화2
촉진

140,855

활성화지역 선정(‘19.04.11.-’23.12)

250

4

망우본동

129,497

희망지 사업 선정 (‘19.05.02.-’19.11월) ※종료

250

5

면목2,
상봉2동

292,000

활성화지역 선정 (‘19.11.25.-’24.12월)

375

6

면목3,8동
(사가정시장)

147,998

전통시장 연계형 희망지 선정 (‘19.05.15.-’20.3월)

100

7

중화3 존치

8

중화2 존치

980,000

희망지사업 선정 (‘19.12.17.)

계

2,201,589

추진현황

사업비
(억 원)

연번

활성화지역 선정 (‘17.02.16.-’22.12)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선정 (‘18.08.31-’22.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선정 (‘19.05.20.-’22.12월)

250

20~40

250
250

중랑구 주거면적(10.82㎢) 대비 20% 차지

자료: 연구진 재구성

1. 중랑구민의 도시재생사업의 이해정도
중랑구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묵1,2동의 사례에서 중랑구의회 장신자의원은 지역주민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18). “청년주택 2,000세대 입주를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마
케팅이 전혀 되지 않고 시장 형성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
주택 입주민들이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골목길에 주차한다면 일대 주차난으
로 대혼란을 가져 올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
되어 도기재생사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18) 중랑구의회 장신자 의원, 의원연구보고회(1차), 2020.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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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민간의 융합 및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도시재생 사업을 2017년 이후 3여 년간 진행
하고 현재까지 성과가 없어 주민들이 예산 낭비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이
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이 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6개 빌딩
을 매입하는데 130억 원(180억 원?) 소요되었으며, 2020년 말 사업이 완료 예정인
데 현재까지 건물활용에 대한 방안도 부재 상태이다.”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
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랑구청 공무원들의 생각이 자주 바뀌고, 또한
주민이나 행정기관이 주가 아닌 용역회사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용역회사
는 ‘장미 막걸리 생산 및 판매’만 설명 하고 그만이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싸게 구입하여 수리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무조건 싸게만 하다 보니(청년들의 취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입주 대상자인 청년
들로부터 외면 받는다. 제대로 된 건축업자에게 맡겨야 된다. 서울시는 20년 이상
된 주택을 무료수리해 주고 있다. 중랑구청의 방식은 인건비, 용역비만 소요되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2020. 09. 16. 의원 간담회19)에서 토의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은 주택(신주거지), 교통, 환경,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하
는데 이런 점에서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중랑구가 우위에 있다.
2. 면목동길 확장은 도시재생이 긴급한 부분이다. 특히 이 지역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구단위 지정을 통한 개발이 효과적이다.
3. 중랑구에 특화된 ‘패션 중랑’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가게를 팔고 떠날 생각만
한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주민들이 무조건 아파트를 선호하
고, 주택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빌라를 건축하는 것을 해법이 아닌 것 같
다. 오히려 도시를 망가트린다. 특히 주거면적은 작은 것보다 좀 규모가 큰(30
19) 장신자 의원 등 중랑구의원간담회, 정책개발연구소(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512호), 2020.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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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내외) 면적을 선호하기 때문에 최대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도 그 하나가
될 것이다.
4. 서울토지주택(SH)공사는 임대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집은 짓더라
도 임대사업까지 함으로써 민간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임대사업은 하지 말아
야. 오히려 주차장 사업 등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맞다.
5. 역세권 350m이내에 묵동 동산쇼핑도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포함된다. 6~8평
의 비좁은 공간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결혼할 생각이 나겠나? 청년
분양APT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적어도 25~35평 규모의 평생 주택 공급을
제안하는 것이 옳다.
6. 상업지역(묵동)에 청년주택 1,221세대를 건립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며, 분양
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여 분양하더라도 분양 후 차량의 명의
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소유하게 되고, 또한 10년 후 분양하게 되면 차량을
가구마다 소유하게 된다면 일대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며, 주변 일대는 불법주
차로 몸살을 앓을 것이 분명해진다. 공공임대(청년, 저소득, 신혼부부)에서 6
년, 10년 거주 후 분양한다면 주차문제 심각할 것이며, 최장 30년 임대거주가
필요하다.
7. 민간임대가 오히려 더 편리, 값이 싸다. 그래서 묵동의 청년주택은 미분양,
내부시설, 옵션, 임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현재 중랑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청취하여 그 의견을 종합하면,

첫째,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의 요구, 도시재생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해·설득 등 수용성 조사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사업완료 시 달라지
는 모습, 즉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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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간 주도형의 이전 도시재개발 또는 도시재건축 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진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집행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넷째, 도시재생이라는 큰 목표가 아닌 지역별 세부사업의 목표, 즉 정책 목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섯째,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등 추진동력에 대한 언급이나
방법 등이 부족하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성 사업으로 주민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도시재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시변신을 위해
추구하였던 재개발 사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모든
사업을 도시재생이라는 테두리 속에 가두고 추진한다면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
업’이나 미국의‘오클랜드 프로젝트(Oakland Projet)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듯이 정
책결정단계에서 다수의 참가자와 참가자 관점의 다양성, 다수의 의사 결정점과 이
로 인한 다수의 행위자의 동의를 얻기 까지 그 만큼 프로젝트(도시재생)의 성공확
률은 줄어들었으며, 목표가 공공시설의 건설과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는 그 목표를 관할하는 부서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에서 사업
의 실패로 귀결되는 원인이 되었다20).

2. 중랑구 도시재생사업의 SWOT 분석
중랑구의 강점(Strengths) 요인은 2019년 10월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도시재생과) 신설 및 2019년 11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이어 2020년 1월 2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
20) 최임광,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집행 연결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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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10년 이내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에 노후지역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21), 서울시내 다른 어떤 구청보다도 구 단위에서 사회
적 경제 조직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아 사회경제활동의 역량이 높으며, 도시재생
에 관한 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기점으로
중랑구의 전역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준비, 계획 및 추진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 각 구청별 비교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 주민설명회 개최, 도
시재생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 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한 결과 민선7기에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8곳이 선정되었으며, 총 602억
원의 예산지원도 확보 하였다.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이 구성되어 행정과 주민의 중간
단계에서 지원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점(Weaknesses) 요인은 공공의 역할부재와 개발이익의 사유화, 도시재생사업
이 주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도시재생의 사각지대 발생, 다양
한 사업방식의 부재, 재원조달 방안의 한계 및 갈등 조정기구의 부재, 즉 주민의
반발이 큰 일부지역의 경우는 단 한 치의 진전도 없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여건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 추진실태 및 사회적 경제활동 실태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공간사용 주체들이 확보되지 못하
고 있다.

21) 아시아경제, 2020. 01.0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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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Opportunities) 요인은 정부 및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관련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그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을 추진하면서 모두 5년간 500개소에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목표로 정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정부의 주요정책 기조로 결정하고 다양한 사회
적 경제조직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위협(Threats) 요인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시민들과 행정조직에서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성장와 경제성장 둔화, 주변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유출, 서울의 중심축 의존도 심화(외곽에 대한 홀대) 등으로 볼 수 있다.
| 표 1-11 중랑구의 도시재생 SWOT 분석 |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전담조직(도시재생과) 구축, 조례제정 및 도시
재생기금 조례제정 등 지자체의 의지

- 공공의 역할부재와 개발이익의 사유화, 도시재
생사업이 주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도시재생의 사각화 지대 발생

-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제시
- 쇠퇴한 도시의 활성화 추진 및 도시경쟁력 제
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 실현

- 다양한 사업방식의 부재, 재원조달 방안의 한계
및 갈등조정기구의 부재, 즉 주민의 반발이 큰
일부 지역의 경우는 단 한 치의 진전도 없는 경
우도 있음
- 구시가지의 노후화 심화 및 경쟁력 저하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뉴타운 해제 이후 새로운 정비대안 마련 공감대
형성

- 저 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성장/경제성장 둔화

- 광역교통 개선

- 주변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유출
- 서울의 중심축 의존도 심화(외곽에 대한 홀대)

-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 강화

자료: 중랑구도시재생포털 (http://www.jungnangurp.or.kr/role.do?parent=4&code=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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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제시
도시재생사업은 고도성장시기가 끝나고 저성장 기조, 저출산·고령화 등에 접어들
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도시쇠퇴 현상으로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선택이 아
닌 필연적인 사항이 되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도 이미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쇠퇴와 더불어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22). 그동안 도시외각에 신도
시 건설, 뉴타운 전략 등에서 도시재생 위주로 급격하게 정책이 전환되면서 준비과
정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성
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통적이지만 중랑구도 이에 대한 과제들을 유의
하여 도시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쇠퇴 유형별 추진전략의 정립이 필요하다. 묵2동이면 묵2동의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하고, 면목동이면 면목동의 산업행태, 주민구성비 등 지역에 있어서 도시
쇠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파해야 한다.

둘째, 추진주체의 역량배양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의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도시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행태가 생소
한 시점에서 막연히 주거환경 개선 또는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크게 반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비용의 증가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 협업체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한강르네
상스사업의 경우 리더십의 부재와 조직 간의 견해 차이를 조율하거나 통제할 수 있
는 별도의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23)

22) 김태형, “2015 도시재생사업의 중간 평가 및 정책방향”, 월간 자치발전, 2013년
23) 최임광,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집행 연결요인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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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별 재원의 부담기관별 비율을 보면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국비1 : 시비
1.35 : 구비0.15이며,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국비0 : 시비9 : 구비1, 면목
3·8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 사가정 전통시장연계 희망지 사업은
6천만 원 전액 시비, 중화2동 희망지 사업은 시비 0.96 : 구비 0.4 등으로 거의 재
정이 열악한 중랑구청은 대부분 서울시청 또는 중앙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다섯째, 리더(Leader)의 관심과 추진력이 중요하다. 청계천복원사업에서도 잘 나
타나듯이 추진부서의 리더가 얼마나 관심과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는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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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시재생의 목표 및 유형

중랑구는 도시재생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정체성 기반문화 가치·경관 회
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에 두고 협치(協治)와 상생(相生)을 통한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
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표 2-1 중랑의 도시재생 목표 |
일자리 창출 및
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도시재생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 지역자산
활용,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킨다.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노후주거
밀집지역 등의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적정수준으로
공급한다.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도시를
지향하고, 범죄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경관
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과거 번성했던
쇠퇴 구도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품격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서비스를
확충한다.

살고 있는 도시의
쇠퇴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량
있는 주민’을
육성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동체’를
구현한다.

자료: 중랑구 도시재생포털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 주거정비 형태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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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지원형사업, 준주거 사업인 일반근린형, 상업지역 개선사업인 중심시가지형
및 산업단지 개선사업인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나눈다.24)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생활권 내에 기초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
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회
복을 하는 사업이며, ‘주거지지원형’은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
규모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
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유형이며, ‘일반근린형’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증진을 목표로 주민공
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이며, ‘중
심시가지형’은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 활력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
업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기반형’은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 시설 구축 등 신경제 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
는 사업 유형이다.

제2절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중랑구는 “주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협치와 상생을
통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시재
생 주민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의 도시재생 관련법과 제도,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24) 재생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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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간의 역할을 과도 하게 의존
한 기존의 도시재생의 방법은 개발이익의 사유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기형적인
난개발, 도시 쾌적성(amenity) 상실,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훼손, 신·구 도시 간
사회적 통합 저해 등 부작용을 낳았다. 수익성에 우선 비중을 둔 나머지 소규모 단
위 사업, 사업성이 없는 노후·불량 주거지의 방치, 무분별한 전면 철거 재개발로 인
한 장소성·역사성 상실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고 사업의 추진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민·관의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을 위한 매개역할을
맺는 등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 조정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관리
자로서의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재생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25)을 언급한다면 지방정부
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가 특히 강조되며, 이를 위해서 사업시기, 사업
구역을 조정하여 도시재생관련 유사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장소 중심적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소 중심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 또는 기초정부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으로 도시
재생 전문가를 육성하고,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공무원 재생사업
교육으로 지자체의 역량 강화 및 자체 재생사업 추진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

민간의 참여확대 및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자금 투자유도를 위한 지원
및 제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및 지역 활동가의 역량강화도 되어야 할 것이다.

25) 구자훈, 한국의 도시재생 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도시재생 공동포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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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묵2동 뉴딜사업

1. 사업 개요(현황)
| 그림 3-1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 조합계획도 |

자료: 중랑구 도시재생포털(http://www.jungnangurp.or.kr/policy.loc.do?parent=3&code=62)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사업은 묵2동 전역(면적 493,219㎡)에 걸쳐 서울장미축제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커뮤니
티회복, 그리고 특화마을(장미마을) 조성을 통한 자생적 경제기반 구축 등을 사업내
용으로 하여 2016년 6월 2일 ‘2016 희망지사업선정’을 기점으로 2017년 2월 16일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고, 2018년 7월 17일 주민협의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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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총리실 및 서울시의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28일 중랑구에서 도시계획활성화 계
획 고시를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출발하게 되었다.
중랑구는 묵2동 전역 총 493,219㎡에 걸쳐 2017년 2월 16일부터 2022년 12월까
지 6년간 국비 100억 원(12%), 서울시비 135억 원(54%), 중랑구청비 15억(6%) 등
총 250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 장미축제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출범하였다.

| 그림 3-2 주민협의체 구성 |

자료: 중랑구 도시재생포털(http://www.jungnangurp.or.kr/policy.loc.do?parent=3&code=62)

또한 묵2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어르신문화센터(한양경로당), 장미
마을 관리사무소, 장미마을 재생연구소, 가족도서관 및 청년 문화발전소(청년키움센
터)를 개원하고, 거점시설인 현장지원센터, 정원지원센터, 집수리지원센터, 어르신문
화센터 및 꽃망울 북카페 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 활동을 통한 마을 커뮤니티
회복, 장미마을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자생적 경제기반 구축 등 사업내용을 포함하
는 「묵2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8월 31일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으로도 선정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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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뉴타운 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또는 일부 지방의 대도시에 편중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재개
발 사업의 경우 공공부분의 지원 없이 거의 전적으로 민간 주도형으로 시장기능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즉 도
시재생사업은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동
안 도시재생사업으로 일컬었던 재개발 등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26).

우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개발업자
와 조합원에게 귀속되었으며, 세입자 및 저소득층의 정착율의 저하와 더불어 이탈
이 가속되는 등 공공의 역할부재와 개발이익의 사유화되었으며, 지방중소도시들의
인구유출과 감소, 고령화 진행, 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신
시가지조성 및 행정기관의 신도시로 이전에 따른 구도시의 쇠락, 전면철거에 의한
공동주택건설 방식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개발방식 등 한정된
방식에 의한 개발로 주민의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단편적인 사업방식 추진,
재원조달 방법의 미비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risk)를 증대시키고 사업시행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도시재생관련 사업 추진 중 주민 간 이해상충 및 갈등발생 시 이를 조정
하는 기구의 부재로 불신과 갈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어렵게 함으로써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서민주택의 멸실(滅失)에 따른 저소
득층 또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주거안정을 해침으로 인한 서민주택 재고잠식 문제와
효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전문 인력의 부재는 도시재
생의 정책 자체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6) 김창석,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과제”, 서울연구원, 201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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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비교하면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오클랜드(Oakland)시의 개발계획이 실패한 사
례는 너무 잘 알려져 있다27).

서울시의 문제점을 우선 나열하면,
첫째,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는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뉴타운사업을 부분으로 나누
어, 즉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계획은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사실상 관주도형 개발 사업이다.
셋째, 집행과 동떨어진 계획(발표)위주의 도시재개발 사업이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주민에게 불리한 사업 으로 진행되고 있다.
넷째, 임기 중 실적에 집착하는 성급하게 진행한 서두르는 사업이다. 실제로 필요
한 사업은 제쳐두고 형식적으로 예산만 집행하는 식이 된다.
넷째,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예산집행의 효율성 부족 및 집행권자의 적정성도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6일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지정된 이래 2018년 7월 17일 주민협의
체 구성, 2018년 8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2019년 3월 7일 공청회 개최
하였으며, 2019년 3월 13일 구의회 의견청취 및 2019년 7월 4일 국무총리실 도시
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7월 및 8월에 서울시 등 관계기관 의견수
렴을 한 후, 2019년 10월 서울시 도시 재생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확
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보다도 얼마나 실질적인 추진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
가 더 중요하다.
인터넷에서도 소개된 묵2동 도시재생사업은 ①힐링블링 아랑고고 장구반 개설, ②
2020년 9월 29일 중랑구 공고 『2020년 묵2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에 의한 사업발굴
의 일반 공모사업과 청년 특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비지니스 모델구축 등 기획공
모 사업으로 묵2동 주민이나 묵2동 주민협의체 가입된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
27) 최임광, 2014,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집행의 연결요인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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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③침체된 골목길이 꽃이 피는 장미마을로 탄생, ④묵2동 도시재생기업(CRC) 발
굴·육성 4-STEP 프로그램, ④2019년 10월 24일 묵2동 도시재생 공구, 라돈측정기
대여 개시, ⑤묵2동 장미마을 공간기획단28) 모집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중점 논의내용 및 대책
묵2동 도시재생사업은 장미마을 조성 및 축제, 보행 친화적 거리환경 개선과 더
불어 노후주택 개량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2020년도 사업은 도시재생활
성화계획 실행으로 어르신문화센터 신축 발주, 청년문화발전소 신축 발주, 장미마
을재생연구소 및 장미마을 가족도서관 리모델링 발주, 어르신문화센터 및 장미마을
재생연구소 조성완료 등으로 되어 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주도형 사업에서 민간주도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시재개발 등 사업들은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으나, 도시재생사업은 민
간 주도로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진
행되도록 하였으나, 아직 관련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창의성, 참
여율 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사업의 효과는 투입된 비용(예산) 대비 나타난 결과(효과)에 대한 평가이다. 지금
까지 예산투입을 한 후 이제 2022년 말에 사업완료를 앞 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
은 도시재생사업의 결과가 무엇인지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즉 일부의 참여하
는 시민들만의 사업이 아닌 묵2동 주민들의 사업이 될 필요가 있다.
28) 공간기획단으로 선발되면 묵2동 장미마을에 설치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어르신문화센터, 장미마을관리
사무소, 장미마을가족도서관, 청년문화발전소, 장미마을재생연구소 등 5개 공간의 기획부터 조성, 운영 방
향 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간기획단은 ▲주민참여분야(앵커시설 조성·운영방안 논의,주민
설명회 참여·홍보 등) ▲전문가분야(사업별 멘토,앵커시설 조성·운영 자문 등) ▲현장코디(공간기획단 모집·
모임운영 등 행정업무) 등 3개분야로 구성(자료: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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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장미축제의 발전과 더불어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사업의 확장성이 필요
하다. 장미축제는 전국적으로 ②성 기차마을장미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서울대
공원 장미축제, 전남광주 조선대장미축제 등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지
역축제와 비교될 만한 중랑구 묵2동 장미축제는 지역축제가 아닌 서울시민, 나아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한 사업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필요하다.
외국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의 일반 가정집의
담장이나 출입문 등에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특히 알프스 산을
중심으로 산기슭에 자리 잡은 민가들은 자발적으로 정원이나 창가에 아름다운 꽃을
장식한다. 중랑구 묵2동의 경우도 적어도 장미축제 기간이라도 주변 일대를 장미로
장식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면목3·8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1. 사업 개요(현황)
| 그림 3-3 면목3·8동 도시재생사업(면목동 1075번 일대) |

자료: 중랑구 도시재생포털(http://www.jungnangurp.or.kr/policy.loc.do?parent=3&code=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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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 3,8동 1075번 일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도시기반시설 정비, 주택개
량, 공동체 활성화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용은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 커뮤니티 회복 등이
며, 2020년 11월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2017년 6월 희망지 사업 선정 및 2018년
6월 희망지 사업종료, 2019년 5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2019년
11월 정비 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 2019년 12월 정비계획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다.

2. 문제점
면목3,8동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은 중랑구 용마산로 334, 동남
빌딩4층에 위치해 있으면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2019. 05. 20.),
선진지역 탐방(2019. 11. 04.: 2019. 12. 16.), 정비계획수립과 용역 착수보고회
(2019. 12. 06.) 및 용마배꽃마을 축제(2019. 12. 18.)를 진행해 오고 있다29).
2020년도에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을 결정하는 단계로 아직 사업진척이 지지
부진한 편이다.

3. 중점 논의내용 및 대책
면목3,8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 하여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
리사업이다.

첫째,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

29) 중랑구 도시재생포털 (http://www.jungnangurp.or.kr/policy.loc.do?parent=3&code=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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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무엇인가? 대부분 사업은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 담장 정비 등으로 사
업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신주, 통신선 등 지상의 지장물(支障物)들은 지하 공
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둘째, 주택개량 및 관리 지원은 집을 개량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실제로 집주
인이나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주택자금의 저리융자, 주택개
량 상담 창구,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등은 물론 전문가를 배치하여 자발적 주택개량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공동체 활성화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 사업 개요(현황)
중화2동 일반 근린형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중화2동 329-38일대 총 144,426㎡의
규모이며, 인구는 3,546세대 6,8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요내용
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를 위
한 도시재생학교 운영 및 주민공모사업 시행, 주민협의체 구성 및 2차 년도 공동체
활성화 용역업체 선정, 앵커 시설 부지 매입(계약) 추진) 등이며, 2006년 중화재정
비촉진지구 지정 이래 2014년 11월에 해제하는 기간 중 지역개발이 사실상 규제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으며, 2018년 12월 4일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지역으로 선정과
2019년 4월 11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3월에 활성화계
획(안)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10월 뉴딜 사업선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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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중화2동 활성화지역 위치도 |

자료 : 중랑구청

2. 문제점
중화2동 도시재생 구역은 과거 30년 간 인구가 39.9% 감소되었으며, 특히 최근
3년 간 연속적으로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 주거환경의 열악과 낙후된 재래시장의
좁은 도로 및 주차장부족 등 기반시설정비 불량 등은 젊은 층의 전입 기피 등으로
연결되며 이는 곧 영유아, 청소년의 인구감소로 귀결되며,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
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3-1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역진단 |
인구·사회부문

산업·경제부문

물리·환경부문

- 최근 30년간 인구감소율:
39.9%

- 최근 10년 간 사업체 감소
6.6%

- 준공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80% 이상

-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유입감소

- 골목상권의 방문객 및 매출
감소

- 반 지하 주거 주택 552가구

- 노인인구 증가(장기거주 다수)

- 태릉시장의 점포경쟁력 저하

- 주야간 불법주차 성행

자료: 중랑구, 주민과 상인, 도시와 환경이 상생으로 담 넘는 행복한 보담마을, 20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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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서울시 노원구 82,605명, 은평구
82,046명, 다음으로 중랑구가 66,6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화2동의 경우 전체인
구(13,788명) 대비 4,845명으로 비율(35.13%)이 서울시, 중랑구 평균비율에 비하여
매우 높다30). 이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33.7%로 중랑구 및 서울시의 평균 비율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화2동은 1인 가구도 서울시 및 중랑구
평균비율보다 높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저소득·1인 가구들은 임대료가 싼 낙후된
중화2동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배려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없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면 외형에 치우친 형식적인 도
시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도시재생
과 관련된 회의 및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으로서 중화2동 거점시설인 도시재생지원센
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중점 논의내용 및 대책
도시재생사업은 주거지환경개선, SOC건설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
는 주민들의 성향, 희망 등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그리고 제시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과
함께 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즉 노령인구(독거노인), 1가구 세대 등 저소득 취
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의하여 빈
집 및 소규모 단독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정비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방법도 도시재
생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31) 특히 중랑구는 공공의료기관인 종합
병원 서울 의료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 헬스케어(Health-care) 등이
도입된 “의료안심 주택”을 건립한다면 도시재생사업의 장애요인이 감소된다고 본다.

30)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현황(2020. 04. 29.현재)
31) 현재 중랑구 신내로16길 33 소재 신내동 의료안심주택은 전용면적 13.9㎡(4.2평)의 좁은 공간에 아파트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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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신내동 의료안심주택 |

자료: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제4절

면목패션봉제 특구

1. 사업 개요(현황)
중랑구의 대표적인 산업인 패션·봉제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기반산업을 튼튼히 한다는 목표 하에 중랑구 봉우재로20가길 58(면목2동,
상봉2동) 일대 292,000㎡의 면적에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면목패션
(봉제)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선정하여 패션봉제 클러스터 조성, 패션봉제 비즈니스
특화 가로(街路) 및 관광·문화·축제 특화 가로(街路) 조성, 소규모 시범재생 사업으
로 플리마켓 및 공방거리 운영을 주 사업 내용으로 2019년 4월에 중심시가지형 도
시재생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2019년 5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9년 11월 25일
도시재생 대상지로 최종 선정이 되고, 2020년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면목 패션봉제특구는 2017년 기준 218개 사업체가 907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
다32).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이 78개사로 35.8%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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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20명으로 46.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이 35개
사(16.1%)에 고용은 112명(12.3%)로 다음을 잇고 있다.
| 그림 3-6 도시재생 종합계획도 |

자료: 중랑구 도시재생 포털 (http://www.jungnangurp.or.kr/policy.loc.do?parent=3&code=62)

| 그림 3-7 중랑패션 봉제 업종 현황 |
사업체 수

고용

(개, %)

(명, %)

순위

산업분류

세세
분류

산업 세세분류명

1

핵심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78

35.8

420

46.3

2

핵심

15129

가방,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35

16.1

112

12.3

3

핵심

14300

편조(編組), 의복 제조업

13

6.0

63

6.9

4

핵심

14192

근무 작업복 및 유사복 제조업

10

4.6

55

6.1

5

핵심

15121

핸드백, 지갑 제조업

13

6.0

52

5.7

32) 서울연구원,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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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수

고용

(개, %)

(명, %)

순위

산업분류

세세
분류

산업 세세분류명

6

핵심

14193

가죽 의복 제조업

6

2.8

38

4.2

7

핵심

13222

자수제품 및 재료 제조업

12

5.5

35

3.9

8

연관

13403

날염가공업

5

2.3

14

1.5

9

핵심

14112

여성 겉옷 제조업

3

1.4

13

1.4

10

핵심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2

0.9

9

1.0

11

연관

13409

섬유, 정리 및 마무리 제품

3

1.4

8

0.9

12

핵심

14499

기타 의복 악세서리 제조업

3

1.4

8

0.9

13

핵심

46413

겉옷 및 셔츠 도매업

3

1.4

7

0.8

14

핵심

46742

직물도매업

4

1.8

8

0.9

15

핵심

13229

직물제품 제조업

3

1.4

7

0.8

소계(상위 10개 권장업종)

193

88.5

850

93.7

나머지 권장업종

25

11.5

57

6.3

전체

218

100.0

907

100.0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 통계조사(2017년)

2. 문제점
중랑구의 면목패션봉제 특구는 서울특별시 평균, 인접자치구 대비 낮은 기업생존
율과 타진흥지구 업종 평균대비 높은 사업장 임차비율은 도시 재생사업의 플러스요
인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개발로 인한 차임인상, 수입의 감소, 사업장 유지 어려
움 등으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되며 나아가 패션특구의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 즉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또 다른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 표 3-2 중랑패션 봉제특구 사업장 소유형태(단위: %) |
구분

전체

중랑
패션 봉제

성수IT

마포
디자인출판

동대문
한방

중구
인쇄

종로
귀금속

자기소유

9.5

2.9

28.0

7.7

7.2

2.0

2.9

임대

90.5

97.1

72.0

92.3

92.3

98.0

97.1

자료: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서울연구원, 20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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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면적 대비 매출액이 서울시내 6곳 비교 사업장 중에서 가장 낮은 300만원/
㎡으로 저렴한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임대료 상승에도 사업운영에 큰 영향
력이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33)
| 표 3-3 사업장 평균임대료 현황 |
구분

전체

중랑
패션
봉제

성수
IT

마포
디자인
출판

동대문
한방

중구
인쇄

종로
귀금속

평균 임대료(만원)

170

101

198

232

164

184

147

평균 면적(㎡)

78.5

111.1

134

110.6

55.4

62.3

10.5

㎡당 임대료(만원)

2.2

0.9

1.5

2.1

3

3

14

자료: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서울연구원, 2020.01.

현재 면목 패션봉제 특구의 가장 큰 이슈는 불안한 고용환경, 젊은 인력 진입부
족으로 인한 봉제 산업의 고령화로 사양산업화 하고 있는 실정에서 청년인력 유입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기존의 산업구조개선이 필요하다. 면목패션봉제특구의 도
시재생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가를 매각처분하고 떠날 기회만 찾고 있다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지역이 낙후되고 개발에서 밀려나 더 이상의 생활터전
으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봉제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인건비 및 임대료의 상승으로 매우 어려운 가게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거리 및 시가지가 업그레이드된다면 상권의 활성화로 임대
료가 상승할 것임이 확실함으로 이에 대한 불안감은 더 높아간다고 할 수 있다.

3. 중점 논의내용 및 대책
면목봉제 특구의 도시재생사업 “면목패션특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
역”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 면목패션특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중랑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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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이 봉재산업과 일자리창출에 포커싱이 맞춰지도록 계획수립 요망하며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 요구
나. 강준모 홍익대교수
활성화 계획에 적합한 예산계획 수립 필요, 활성화 계획예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진행
다. 동북권 패션지원센터장
이노베이팅 사업취지 공감, 수혜대상 다각화 방법 고민 필요, R&D 시설 공간 봉
제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립 필요
라. 거점성장추진단장
운영주체, 수혜자, 사업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필요, 간계별 계획수립
및 내용별 자료조사와 연구 필요
마. 기타
패션관광거리 조성필요, 스마트 앵커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 필요
면목패션(봉재)특구의 도시재생에 대한 대책은
첫째, 정책목표가 단순화 및 명확해야 한다.
패션특구냐, 관광특구냐, 아니면 일자리 창출인가라는 여러 가지 정책목표 중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정할 것인지 한 가지 목표로 정하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
책목표가 2개 이상 또는 다양해지면 실패할 우려가 크고 성공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방법론에서 주민의견수렴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어디에 포커스(focus)를 맞춰 청취를 할 것인지가 문제 이다.
즉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임차인으로 봉제산
업에 종사하고 있는 봉제사업자를 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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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면목패션봉재특구는 봉제패션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봉제패션특구에 봉제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변 환경의 개
선으로 반대로 임대료 인상에 따른 봉제 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City of Detroit)는 자동차 산업으로 부흥하였으나 2013
년 파산신청 도시가 되었다. 면목패션봉재 특구에는 봉제 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공간(임대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하다.

제5절

망우본동 182번지 활성화 사업

1. 사업 개요(현황)
망우본동 182-34 일대 137,576㎡ 도시재생사업은 희망지 사업 선정 사업으로
2019년 5월에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 9월 6일 주민공동 이
용시설 부지매입과 2019년 11월에 조성공사 착공 및 희망지 사업이 종료되었다.

희망지 사업이란 행정동을 생활권으로 하고 그 안에 다양한 저층 주거지 재생사
업을 발굴·추진하여 서로 연계성 강화를 통해 종합적 주거지 재생을 유도하는 사업
으로, 즉 지역의 도시재생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 재생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동 단위 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 및 활용하고, 지역기반 조직들
과 협치 구축을 적극 유도 및 행정동 단위의 생활권과 사업대상자들의 연계성을 강
화하여 시너지(synergy)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망우본동 재생사업의 현주소는 2020년 7월에 개관한 망우본동 182-34에 위치한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망우본동 580 소재 주민거점 시설인 「들락날락」이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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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망우본동 활성화사업 |

자료: 중랑구 도시재생 포털

2. 문제점
2020년도 사업계획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내부공사 준공(805백만 원), 주민거점
공간 운영지원(5백만 원), 옥상조경공사 및 주민거점 공간 운영지원(72백만 원), 주
민 거점공간 운영지원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5백만 원) 등 887백만 원을 투입하기
로 되어 있다. 이에 앞서 망우본동 희망지사업에 활성화사업으로 전환되었지만,
2019년까지 82백만원 투자액수까지 합하면 총 96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아직 이렇다고 할 사업의 성과는 전무하다.

제6절

사가정시장 전통시장 연계형 희망지 사업

1. 사업 개요(현황)
희망지 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공감대 및 주민역량을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구축
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사업으로 면목 3·8동 459-1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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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98㎡ 지역에 걸쳐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 까지 추진한 희망지 사업이다.
주민 모임인 사가정발전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
장 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주민 역량 강화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실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중랑구에서는 2020년 2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신청하
여 2020년 3월에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소요 비용의 전액인 6천만
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되었다.
| 그림 3-9 사가정 시장 도시재생 종합계획도 |

자료: 중랑구 도시재생 포털

2. 문제점
희망지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아직 특별한 진척이 없다.

제7절

중화2동 희망지 사업(중화2,3동 존치 정비구역)

1. 사업 개요(현황)
중랑구 대표적 낙후지역인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예정)구역에 대해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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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유치 추진을 하는 것으로, 중화2동
지역 총 0.98㎢의 면적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억 6,523만원을 투
입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이전, 주민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공감대를 형성
하고,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골목길 재생, 서울 가
꿈 주택 등 다양한 사업연계 촉진을 목적으로 주민역량 강화, 지역조사 및 도시재
생의제 발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시행 등34)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곳 재생사업을 위해 중랑구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장거점 운영35) 및
주민모임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역조사 및 의제 발
굴, 희망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시행을 통하여 2020년 12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그림 3-10 중화2동 희망지 사업 |

자료: 중랑구 도시재생 포탈(재정비촉진 1구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제외)
34) 중랑구 도시재생과, 2020년 업무추진계획, 2020년 1월
35) 거점시설은 「주민사랑방」으로 중랑구 동일로 123길 13, 2층에 공간운영활동가 2인, 코디네이터 3인등이
근무하며, 주민모임 활성화, 역량강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자료: 중랑구 도시재생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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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의 오클랜드 프로젝트

미국의 존슨행정부가 오클랜드시의 빈곤퇴치를 위한 행정부의 ‘New Town in
Town’ 정책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한 이유를 연구하는 과정
에서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하게 된 경우인데, 1969년 3월 로스앤젤레스 타임은 프
로젝트를 추진한지 3년이 지난 오늘날 오클랜드의 소수민족인 흑인의 고용계획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으며 이는 곧 관료들 간의 싸움으로 빠져들게 되었다고 보도되
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패로 귀결된 프로젝트 사업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너무 많은 정책참여자와 이로 인한 이견(異見)의 난립(다양한 관점), 왜②된 정책결
정과정 등은 당초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했
다. 또한 불확실한 정책목표, 주민들로부터 협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업, 확실한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형식적인 추진계획 등은 사업계획의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컸으며, 사업실패로 귀결되었다.

정책주관부서가 관련 유관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주관함으로 인한 실패의 확
률이 높아지며(미국의 오클랜드 프로젝트도 주택도시개발부가 아닌 경제개발청에
업무를 부여함), 또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연히 실패하게 된다.

1. 사업 개요(현황)
미국 존슨(Johnson) 대통령이나 백악관, 주택도시개발부 등이 연방정부의 토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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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조금을 주어 새로운 지역사회를 건축하므로 흑백 인종 갈등36),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함께 어우러져 지내도록 하려는 긍정적인 목적 사업을 왜 거절했겠는가?
오클랜드 프로젝트 사업추진 초기에는 동의했지만 연방정부의 공무원까지 광범위하
게 반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지역집단그룹에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저비용
공영주택(low cost public housing)에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들은 더 많은 세수(tax revenue)를 가져오는 개발을 선호
했다. 그래서 명백하게 합의한 사업이 급속도로 반대하는 분위기로 분위기가 반전
되어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초기의 합의, 동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조건에 의해서 서서히 문제가 꼬여가므로 사업의 실패에 대한 정당성
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에 대한 불만이나 적대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며, 어떤 작용에 의해 급속히 발생된 것도 아니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
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프레스만과 윌답스키(Pressman & Wildavsky)는 도시개발 사업의 실패
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했다.

2. 사업진행 문제점(실패 원인)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여러 개 중복되어 존재할 수 없다. 정책추진
참가자가 어떤 가치가 있는 제안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조직의 목표와 상
반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오클랜드 항만청은 EDA(연방 경제개발청)37)의
고용창출을 지지하게 되지만, 이는 항만청과 EDA의 방법론은 다르지만 실업상태의
소수민족 구제차원의 원리는 같다는 의미에서 항만청 대표자가 지지하지만 EDA는
그 프로젝트를 함께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에 항만청 관계자는 EDA의 고용
36) 당시 미국 서부지역은 빈부격차, 흑백갈등으로 인하여 흑인들의 시위가 심각하였다.
37) 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경제개발청). 미국 상무부의 산하 부서(기관). 다양한 투
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고용유지 및 창출, 산업과 상업적 성
장 촉진을 위한 보조금 및 기술지원이 임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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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된다.

둘째,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방법론이 다른 프로젝트들을 선호
한다. ARA38)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많은 EDA의 직원들은 핵심 대상지역은 농촌
이나 소규모 도시를 꼽았다. 정책 참여자들은 도시지역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EDA의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셋째, 도시개발사업 내의 동시에 수행해야 할 다른 프로젝트들로 인하여 노력이 분
산된다. 참가자들은 어떤 한 프로젝트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상반되는 임무가
부여되는 것을 싫어하며,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을 선호하지도 않지만 시간과 노력(주
의)을 요하는 그들만의 다른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오클랜드 항만청의
직원들은 다른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정부(EDA)의 도시개발 사업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지연들이 EDA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게 되
고, 반대로 연방 장부의 지연이 항만청을 실망시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동의하는 참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여러 사람들 차원에서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개발 사업에 대한 절박감을 갖지 못하는 타인에 대한
의존, 즉 사업의 전문성 또는 업무소관 등으로 개인이나 조직에 의존해야할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들이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 사업의 집행자가
갖는 절박감을 갖지 못한다. 오클랜드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을 수립하는 기술고문
들이나 직업훈련계획의 집행에 관여하는 노동부등은 그 사업의 직접 참여하는 집행
자들과 똑 같은 절박감을 갖지 않았다.
다섯째, 리더십의 부재와 적절한 조직역할 상의 견해와 입장 차이이다.
폴리(Foley)차관보의 후임자인 데이비스(Ross Davis)뿐만 아니라 상공부 장관인 코
너(Connor)도 오클랜드 개발 사업은 전임자인 폴리의 개인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였기
38) Area Redevelopment Administration(지역 재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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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EDA를 개입시키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더구나 EDA의
지역사무소 공무원들도 이 도시개발사업의 자금요청과정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에 의거 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고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여섯째, 법적 및 절차적 차이이다. EDA, 지역항만청, 회계검사원(GAO), 해군 등
은 오클랜드 사업의 이해관계가 유무에 관계없이 집행을 유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EDA는 그들의 관심이나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던 것이다.

일곱 번째, 예산 등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갖지 못하는 동의는 무의미하다.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
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관여자(참여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오클랜드시장은 EDA 주도 하의 고용창출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지만 그 계획
의 참여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갖지는 못하였다.

제2절

영국의 도시재생사업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은 19세기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열악한 주택과 공
공건강(public health) 정책에서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으며, 근대적 개념의 도시
재생정책의 시작은 1930년대 ‘슬럼제거지역의 지정’과 1947년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소개된 ‘광역개발지역’ 지정 정책으로 볼 수 있다39).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1980년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의
제정을 통해 도심부와 쇠퇴지역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재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반면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
하여 대도시권의 광역정부를 폐지하였으며, 민간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를 철
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후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Leasehold Reform, Housing and Urban Delvelopment Act(1993)가 제정되었
39) 양도식 외, “영국 도시재생의 유형별 성공사례 분석”, 서울연구원, 2008.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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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잉글리쉬 파트너십(EP)과 도시재생청(Urban Regeneration Agency)이 설립되
었다40). 개발중심의 단편적인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도시재생에 대한
비판에 따라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인정하여 도시재생의
예산체계를 일원화하고 민간부문과의 개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강화하였다.
블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의 중심이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커뮤니티로
옮겨가면서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와 도시재생회사
(Urban Regeneration Companies, URC)를 통해 광역도시권 차원의 도시재생을
강조하였고, URC는 지방정부차원의 도시재생 추진기구로서 RDA와 함께 기존의 중
앙정부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는 다양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중 런던 그리니치 밀
레니엄 빌리지(Greenwich Millennium Village, GMV)주거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 그림 4-1 그리니치 밀레니엄빌리지와 생태공원 |

자료: 양도식, 2006년

40) 김찬호외,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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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그린니치 밀레니엄 빌리지는 노동당 정부의 21세기 정주(定住) 환경을 담을
지속가능한 공동체 계획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프로젝트이다. 1997년부
터 시작된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잉글리시
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s)의 관리 하에 새로운 방법의 도시계획, 설계, 건설
방법으로 잉글랜드 전역 7군데에 걸쳐 진행되었다. GMV는 190에이커의 산업 유휴
지를 20년에 걸쳐 재개발하는 그린니치 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그린니치반도 재개
발의 상징적인 도시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7년에 걸쳐 2,950호의 주택과
공원,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따라 1999년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GMV
는 사회적·인간적 개념의 공간조성, 교통과 연계된 주거시설,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개념의 적용, 친환경정적인 에코 타운(Eco Town), 양질의 건축·도시 디자
인이 적용된 정주(定住) 환경,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적인 기술과 공법의 적용, 정주
환경 형성과정에서 민주적 주민참여 과정 등 여러 방면에서 영국의 정주환경 조성
의 정책적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성공적 사례이다.

도시의 황폐화에 대한 재생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과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많은
도시들이 우선 도시재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우선 도시재개발에 따른 기존의 원주민들은 쫓겨나게 되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주택에 거주를 할 만한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기존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사
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의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도시 재생의 성패의 키(key)는 주민들 간의 소통, 협의, 협업 등이며, 재생에 대
한 성공을 더욱 확신하기 위해서는 소통중심의 개발이 중요하다.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보다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재생사업이
시작되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7년 이후 1인당 GDP에서 추월하기 시작했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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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영국은 인구밀도,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면에서 남동부
지역이 특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런던 외곽지역은 유럽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뒤떨어
지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택의 형태는 일반적이지만 오래되고 낡았으며, 영국의 중앙
정부는 이에 대한 재생의지는 매우 적극적이며, 투자의지도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투자하는 대규모 자본투입
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지역재생사업이 양대 축을 이루
며 진행되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대도시와 중핵 도시에는 대규모의 국가예
산을 지원하고, 지방도시에는 중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근린재생은 심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중소규모 지원
을 하며,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은 소규모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관
련된 법체계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특구제도』, 『마치즈쿠리 3법』,
『국토이용계획법』, 『토지구획정리법』등 무려 30여개에 달한다. 특히 『특구제도』는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지역
의 특성과 재생의 목적에 맞게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하고자 하였다.41)
| 표 4-1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별 비교 |
구분

방식

도시경제활성화
대도시/중핵도시
도시재생긴급구조지역

근린재생
지방도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지역재생사업

지자체주도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주도
프로그램형 마을
만들기 활동

41) 김찬호외,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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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활성화

구분

대도시/중핵도시

근린재생
지방도시

지자체주도

민간주도

국고
예산

금융지원 중심

교부금

마을만들기교부금,
지역재생교부금

마을 만들기 펀드

국고
규모

대규모

중규모

중소규모

소규모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민간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기구 등

기초자치단체
마을만들기 펀드,
지역NPO

경제
활성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로 대도시·중핵도시 국제경
쟁력 고양

지방중심시가지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쇠퇴지역
의 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직업교육 훈련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직업교육 훈련 등

자료: 구자훈, 한국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2015년 12월

1990년대 말 공동화된 도심지가 문제가 되면서 1998년 『대규모 소매점포입지
법』,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개정『도시계획법』 등 소위 『마치즈쿠리 3법』의 등장
으로 대형소매점의 입지를 규제하고, 대형점포를 중심으로 주변 1천㎡를 초과하는
점포에 대한 생활환경을 목적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하도록 강제하였다.

재원부문은 정부 보조금에서 민간 사업자 융자, 기반시설 융자, 민자 유치 순으로
변모하였으며, 통합지원을 통한 지방의 자율적 재생사업 추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0년 사회자본 정비 종합교부금, 2011년 지방 자주전략교부금이 제정되었고, 지
방정부의 채권에 대한 정부의 채무보증이 가능해졌다.

제4절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현주소

1. 사업 개요(현황)
2020년 10월 12일 채널A TV뉴스 「카메라 현장」에서 방영된 내용을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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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낙후된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도시 재생’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
인데, 무려 50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으며, 정작 해당 주민들은 반기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동네를 바꿔준다는데 정작 주민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140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불만은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에 집수리만 해 놓으면 뭐하느냐
“라고 하면서 사업결과에 대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또한
열악한 화장실 시설과 주거환경의 개선이 없이 형식에만 치우친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도시재건축이 265곳이 선정되었는데, 오히려 재개발이 더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성남시는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
여 지원을 서두르고 있으나 태평동 주민들은 태평동의 경우 옆에 있는 1,3동은 재
건축을 한다고 주민들이 들뜬 분위기인데 2,4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총 2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의 긴요함, 특징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주민들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42).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실패만 한 것은 아니다. 크게는 상암동 DMC(미디어 시
티) 사업이나 청계천복원추진사업, 또는 금천구 시흥동 박미사랑마을 도시재생사업
은 성공한 케이스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동 박미 사랑마을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는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당초 지구로 포함되었으나
재개발, 재건축하기에는 주택 노후도 충족요건 미비 등으로 필요성이 적어 존치되
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면 철거대신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

42) 성남시 시보 제1690호(2020. 10. 26.), 고시 제2020-259호, “성남시 태평 2·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
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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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낙후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방범 인프라는 강화하는 주거환경 관리 사
업을 추진한 경우에 해당된다.43)
| 그림 4-2 박미사랑마을 공공사업 개요 |

자료: 서울시

2. 사업진행과정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으로 서울 성북구, 인천 부평 등 23
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44) 선정된 이 지역은 2024년까지 총 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50만㎡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사
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및
경북개발공사 등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도시재생거점 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하

43) 서울시, 2014. 01. 29. 보도자료
44) 국토교통부, 2020. 09. 1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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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공기업 투자와 주택 공급이 대폭 증
가하는 형태로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하여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지 정비와 더불어 지
역의 문화자산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이러한 사업지역으로는 경남 밀양
을 비롯하여 총 8개소가 선정되었다.
| 표 4-2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지역별 도시재생추진 내용 |
사업유형

중심
시가지

사업지

시행자

주요내용

경남
밀양

LH

아리랑을 테마로 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어울림센터
등 문화혁신거점 및 상업가로 조성

충북
제천

충북
개발
공사

제천역 역세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거점
시설 및 빈 상가를 활용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

서울
성북

SH

청년, 대학, 지역의 상생성장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단계
별 창업생태계 구축 공간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대전
동구

LH

대전역 쪽방촌 정비와 연계한 공공생활복합시설, 상권활성화
를 위한 한의약특화거리 및 상생상가 조성

강원
철원

LH

원도심의 중심, 상권기능회복을 위해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과 연계한 터미널 리모델링 및 어울림 플랫폼 조성

전북
익산

LH

노후 청사주변 정주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
청 리뉴얼,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플랫폼 및 상생거점 조성

경기
하남

경기
도시
공사

교산 신도시와의 동반성장 체계 마련을 위한 생활문화 어울
림센터 등 복합거점 조성 및 노후주거지 재생

경북
칠곡

경북
개발
공사

사회적 경제 등 공동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
화복합프랫폼, 구상 시인, 이중섭 작가 인문학 가로조성

일반
근린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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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도시재생사업은 17만1천㎡ 지역에 486억 원을 투입하여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연계하여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 타운형
사업으로, 사업지인 안암동 일대는 성장기업과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고 있어 청
년·대학 지역이 상생성장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과정을 마들어야 한다는 요
구에 부응하여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 공간 조성과 고려대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특화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우수 창업가 육성, 청
년·상인·지역주민 간 소통·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스
타트업 하우징운영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을 통해 주거의 생활환경도 개선할 계
획이다.

3. 중점 논의내용 및 대책
도시재생사업이 낙후된 도시를 주거환경, 가로 정비 등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
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이 목적이라면, 현재 도시재생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상을 관찰해 보면 자칫 2013년 이전에 도시재개발 및 재건
축사업과 유사하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
문가들은 우려한다. 즉 도시의 재개발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
동산임대료, 관리비, 및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거주민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에 중산층이 대체하게 되면서 고급화된 지역으로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방지하고 원주민 위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도시
재생사업의 성공을 약속할 수 있는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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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점과제

제1절

지원 및 조직체계의 구성

도시재생의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45) 우선 공공부문의 국토교통부는 법령
등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지원과 모니터링을 하며, 서울시의 경우 도
시재생본부와 관련 실·국 상설 행정협의체에서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수립, 신규정
책 및 사업계획 제안, 할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재생지역 사업총괄 조정자
역할, 활성화 지역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며, 자치구의 전담조직은 자치구차원
의 도시재생전략 수립,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밀착 계획수립 및 실행을 담당하게
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관상생협의회 운영 및 실무를 지원하고 거버넌스 구축, 주
민 상담, 진단, 교육 및 홍보 등을 전담하게 된다.
지역주민은 주민(상인) 협의체, 마을활동가(조직), 소유자가 주축이 되어 주민의견
수렴의 창구역할과 주민갈등 조정, 사업계획의 공유 및 의견제시를 하게 된다.
사업추진협의체는 협의체 대표, 지역전문가, 센터 인력, 전담조직 담당자, 사업시
행자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사업추진 및 사업협의, 이해당사자 의견 모으기,
이해 및 협조 구하기 및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간 이견 및 갈등 조정을 하며, 이들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기관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제안된 사업참여 및 교육지원, 시책 발굴 및 제도적 지원, 활성화지역 DB구축 및

45) 중랑구 도시재생포털(http://www.jungnangurp.or.kr/role.do?parent=4&code=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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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1. 사업예산 확보
2020년 11월 26일 현재 중랑구의 도시재생사업은 총9개 지역에서 계획 및 진행
중에 있다. 다음은 사업추진 현황이다.
| 표 5-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2020. 11. 26.현재)46) |
사업명
(선정일)

총사업비
(억 원)

‘21년 예산
(억 원)

현재진행
(2020.11말)

묵2동 뉴딜사업
(2018.8월)

493,219

250

53

공사설계
(22년 하반기 발주)

중화2동 뉴딜사업
(2020. 12월)

140,426

250

55

서울시 심의
(22년 설계발주)

망우본동 활성화사업
(2020.9월)

154,000

100

7(예정)

면목패선진흥지구
(2019.11월)

292,000

223

223

면목3,8동 관리형
(2018.9월)

18,020

20+α
(최대40억)

재배정

묵2동 골목길재생사업
(2020.10월)

25,218

11

4

실시설계 완료
(22년 공사)

중화2동 골목길재생사업
(2020.10월)

16,292

11

4

실행계획용역 계약
(22년 공사)

중화2동 희망지사업
(2019.12월)

980,000

2

0.5

사가정시장 일대
(2019.5월)

147,998

1

-

자료: 중랑구 도시재생포털

46) 자료제공: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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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용역
계획수립용역
(22년 말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완료
(22년 서울시심의 사업확정)

희망지 완료(12월 말)
(22년 활성화사업 신청)
희망지 완료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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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 도시재생사업 총 예산은 2020년 11월말 현재 총 868억 원으로 확정된
예산 및 미확정예산 포함된 수치이다. 다만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 예산의 조정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2. 조직체계 구성
2013년 6월 4일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7
조에 의하면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
으며, 특별위원회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
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
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 재생
사업 및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
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심의기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도시재생활
성화 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
도시 재생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협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재생기획단을 설
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지
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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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를 두며,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
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
금 등의 관리,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도시
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재원 조달 및 관리 및 그 밖에 도
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전담조직을 둔다.

같은 법 제11조에 의거 위임 사항인 중랑구의 도시재생 관련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 체계에서는 중랑
구 도시재생위원회와 중랑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위
원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사항, 도시재생의 발전 방안 및 정책제안에 관
한 사항, 주민사업 공모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지
원센터는 같은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검토, 주민협의체 및 사
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
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그 밖에 구청장
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
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
며,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그리고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47). 또한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4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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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별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시재
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등 기능을 한다.

| 표 5-2 도시재생 추진체계도(중앙 및 중랑구청) |

자료: 연구진 재구성

3. 성과관리를 위한 방법 및 평가기준
사업성과지표는 사업기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그리고 준공 후 운영관리 단계로 나
누어 각각 사업목표에 따른 사업의 목표 및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표로서 사업
목표 측정지표로 나눌 수 있다.
즉 사업기획단계에서 목표는 후보지 확보로 재생사업 고려 주민협의와 지자체 협
의 등 거버넌스 관련지표와 후보지 확보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단계에
는 사업공정과 집행률을 사업목표 정하고 사업의 공정률, 집행률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준공 후 운영관리 사업단계에서는 토지·주택물량과 분양률, 입주
율을 기준으로 사업으로 나타나는 성과지표 및 운영관리 측정지표를 점수로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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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방법이다.
“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연구48)” 보고서에 의해 사업시
행 단계에 대한 성과지표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대한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 표 5-3 사업시행단계(사업성 지표) |
대항목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사업 착수 결정완료(10)

가업승인 및 사업 착수
결정(10)

사업 착수 결정 진행 중(5)
사업 착수 미결정(0)
사업추진전략 수립 완료(5)

보상
착수
(40)
진도
평가
(70)

사업추진전략 수립(5)

사업추진전략 수립 진행 중(3)
사업추진전략 미수립(0)
운영계획/예산반영 완료(5)

운영계획/예산반영(5)

운영계획/예산반영 진행 중(3)
운영계획/예산반영 미완료(0)
보상 착수 완료(10)

해당
연도
목표
달성

보상 착수 및 완료(10)

보상 착수 진행 중(5)
보상 착수 미착수(0)
조성공사 착공(10)

조성공사 착공(10)

조성공사 착공 진행 중(5)
조성공사 미착공(0)
건설공사 착공(10)

공사
시행
(30)

공사 착공(10)

건설공사 착공 진행 중(5)
건설공사 미착공(0)
공사 준공/사업 준공 완료(10)

공사 준공/사업 준공(10)

공사 준공/사업 준공 진행 중(5)
공사 준공/사업 준공 미완료(0)
예산집행 완료(30)

예산집행(30)

예산집행 미완료(15)
예산집행 0%(0)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연구원
48) 김옥연 외, “LH 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개발 및 관리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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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단계 사업성지표는 대(大) 항목으로 진도평가지표(90점)와 예산집행지표
(20점)로 구분하고, 가점은 없으며, 진도평가는 보상착수와 공사시행의 2개 항목 지
표와 항목별 4개 세부항목 및 3개 세부항목지표로 구분하여 사업 공정 과정별로
배점기준을 부여하고, 사업시행단계의 공공성 지표의 대(大) 항목으로 협력관계 구
축(30점), 공공체 보전 기여도(20점), 사회적 가치 기여도(50점)로 구성하고, 세부항
목 지표는 협력관계 구축 1개, 공동체보전 기여도 1개, 사회적 기여도 3개로 구분
하여 공공성 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세부항목별 배점을 부여하고, 사업기획단계와
비교하여 협력관계 구축과 공동체 기여도 지표는 세부항목 지표가 축소되었고 그
배점도 낮게 설정하였다. 반면,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제도개선이 포함된 사회적
가지 기여도 지표의 배점이 높게 산정되었다.
| 표 5-4 사업시행단계(공공성 지표) |
분야

대항목
협력
관계
구축
(30)

세부항목

배점기준
운영(30)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30)

구성(15)
미구성(0)
컨설팅결과 주민의견 계힉반영(20)
컨설팅 6회 이상(15)

공공성
(100)

공동체
보전
기여도
(20)

주민의견 수렴(20)

컨설팅 3~5회(10점)
컨설팅 1회~2회(8)
용역회사를 통한 주민회의(5)
미시행(0)
고용자 수 30명 이상(30)

사회적 가치
기여도
(50)

고용자 수 20명 이상(20)
일자리 창출(30)
(건설노동자, 센터직원, 사회적 기업)

고용자 수 10명(10)
고용자 수 5명(5)
고용자 수 0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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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창업계획+컨설팅실적(10)

창업지원(10)
사회적 가치
기여도
(50)

창업계획(10)
컨설팅 실적(5)
제도개선 계획 또는 실적有(15)

제도개선 및 기타(10)

정책건의 계획 또는 실적(10)
제도개선 계획 또는 실적無(0)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연구원

제2절

제도적 지원 방안

1. 제도 및 법규의 현황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
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
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2015. 01. 06.)
이 제정되었으며, 도시재생법은 다시 2015년 1월 1일, 2015년 1월 6일, 2016년 1
월 19일, 2017년 12월 26일에 개정되었으며, 2004년 1월 16일에 제정된 「국가균
형발전특별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
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은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되었으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2020. 01. 29.) 등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2017년 3월 23일에 지방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7년 7울 13일, 2019년 5월 16일 및 12월 31
일,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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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
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1월 14일에 제정되었다.

2.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2019년 8월 27일 그 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조항의 주요골자49)는 첫째,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
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
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26조의2 신설),
둘째, 전략계획수립권자 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제
26조의3 신설),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
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제30조제4항),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도시재생사
업의 시행자에게 제30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
4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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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30조제7항 신설).
다섯째,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
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으로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의 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
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제41조부터 제56조까지 신설),
이를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50)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에 지구단위의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제도’가 신설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입지규제최
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
치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
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
화, 도시 재생활성화 밖에서 점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
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되었다.
이외에도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
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하였고,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번이 발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 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
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업지역 내 국·공유지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
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하였다.

3. 중랑구 조례의 개정
중랑구의 조례는 2019년 11월 14일 제정하였다. 총 4장 21조 부칙1조로 구성되

50) 나창호, 환경과 조경, 2019.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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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데 지난 2019년 8월 27일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
부개정이 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즉 「서울
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비교하여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담조직이 구성·운영, 도시재생지원 기관의 지정 등이 생략되어 있고, 도시재생 지
원센터의 설치, 운영·위탁 및 업무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고,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및 주민제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재정지원 및 사전단계의
사업 시행 및 지원,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 금액의 환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
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 관련규정에 대한
중랑구 자체의 특화된 기준과 규정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절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1. 거버넌스의 필요성
일본의 경우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기초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기본계획을 중심
시가지 활성화본부가 인정한 후 필요한 지원조치들을 중앙부서별로 지원하도록 하는
상향식 체계이기도 하며,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에는 상당규모의 개발, 정비사업이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중앙조직인 도시재생기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인 거버넌스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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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의 거버넌스 |

자료: 도시재생사업단,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2012년

영국의 경우도 광역차원의 정부지역사무소와 RDA, 지방정부의 연합사무국, 지역
별 전략 파트너십(SRP) 등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경제활
성화사업의 통합재생예산(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 지원을 위한 광역단
위 거버넌스체계 및 근린지역 재생기금(NRF : Neighborhood Renewal Fund) 지
원을 위한 근린재생의 거버넌스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6] 도시재생 거버넌스(영국)

자료: 도시재생사업단,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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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견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 중 사업의 주체방식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에 의해 점차
민간역할이 커지고 있다.51)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보완된 역할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사업의 계획
과 추진에 있어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조정 및 관리하는 총괄적인 기구가 필요한
데, 사업의 추진과 선정을 주관하는 부서개념이 아닌 중립기구 성격의 사업을 집행
하는 공적기구로서 존재하여야한다.

2. 구성 및 역할
도시재생의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는 정부, 중간조직, 전문가,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NGO 그리고 주민이다.
각 구성 주체마다 각기 특성이 있지만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식이 주민
주도로 흘러감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원 등 역할이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경우 참여 주체별로 각각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로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자와 시장기능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조정자로 위치를 갖게 된다.

중간조직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단
체로 지자체의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역할을 한다.

전문가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자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 수행을 한다. 총괄 코디네이터 또는 자문의 역할로 참여하게 된다.

51) 김재환,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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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절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

2020년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을 중
랑 등 47개소를 선정하였다. 광역시·도가 기초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평가해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 후보사업을 엄선하여 도시재생특별위
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최종 심의한 결과이다. 2017년부터 총 284개 사업이 선
정되어 현재 전국 지자체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부
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청년 기반시설 등 마을조성 사업(39.5%), 문화산업지구 조성
사업(21.9%), 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18.4%), 전통시장 활성화 등 4가지로 단순화
할 수 있다52).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별 특화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슷한 행태
의 사업복제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벽화골목 사업,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쇠락한 도시의 공간을 되살리는 방법인 도시
재생이 과거로의 회귀는 결코 아니다53). 도시벽화의 경우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를 도입함으로써 전국적인 붐을 탔었는데,
오히려 사후관리가 안됨으로써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52) 조선일보? 미래 인프라연구소,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현황과 미래” 2019. 2월
53)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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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은 ①기반 구축, ②활성화 계획수립, ③사업실행, ④관리 등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절차대로 하면 시간이 지체되어 사업을 따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별 사업을 따내기 위해 용역회사와 먼저 논의를 하고 주민들에게는 나중에
공유한다. 이러한 사업진행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무시한 사업진행 방
식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기간이 4, 5년으로 짧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맞춤사업을 진
행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만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다른 지역의 모델을 복사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즉 정책의 부재로 인한 사업성과가 초라해 질 수밖에 없다.
사전에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업을 따낸 뒤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변경이나 사업의 착공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사업종료 시기에 맞춰 예산집행을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산재해 있
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재정지원이 4~5년으로 제한되다보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나 산업시설 등으로 쏠리는 한계가 있다54)는 것이다.

제2절

성공적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제언

∘ 국내 도시여건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활발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구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랑구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
∘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목표
54)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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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은 정책과정에서 정책의제의 설정, 즉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희망지 사업으로 주민, 행정가,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
한 주체가 희망지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의 이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자
발적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연습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서울형 도시
재생사업 추진4단계에서 계획, 실행하는 준비단계에 해당한다. 즉 엄격히 말한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한분야로 선정추진되기 전 설익은 단계이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는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민
의 사전 동의과정이나 이해 및 설득과정을 생략한 채 관할 행정청에서 추진하는 좋
은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기 식은 더욱 실패하기 쉽다.
도시재생의 의미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
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
는 것55)“을 의미한다. 즉 도시의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발생 및 발전에 대한 재검토
를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역단위로 치밀한 계획과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기구의 정비, 행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개별 세대가 아닌 일대 전체 주민을 위한 공통적인 사회 기반(infra)
시설의 확충이나,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하나 대부분 개별적으로 주거환
경을 개선해야 할 사항까지도 관할 관청에서 처리하는 효과보다는 실적을 치중하는
예산 낭비적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새마
을 사업은 지붕개량, 부엌개량에서부터 마을입구 도로포장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
여하에 의·식·주의 농촌계몽 및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기반 인프라 및 도로개선 등 개별적으로 어려운 공공사업
위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가선용, 레크레이션 지원이나 개별담장 개선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 효율
5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103

❙ 제6장 결론

성·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집행의 용이성만으로 담장철거, 외부창호 개선, 쉼터조
성 등 주거환경개선을 신청할 경우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사전 주민과의 대화
를 통한 동네(또는 일대)의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집행과정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도시재생이라는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1. 사용자 또는 토지주 위주의 개발방식이 아닌 거주자, 세입자 배려
2. 저소득 층, 세입자의 위치는 없다 →재정착률 거양
3. 관주도형에서 주민 참여형 개발방식 도입
4.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통합 개발방식 도입
5. 축제 위주, 놀이위주 등 형식적이고 겉치레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전개
6. 단편적 개발이 아닌 종합적인 개발방식 추진
7. 양적 팽창보다는 실적위주의 실적 사업전개

제3절

맺는말

정책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집행이 더욱 중
요하다. 즉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의 성공여부는 효과성과 능률성을 판단할 수 있다.
효과성은 도시재생의 계획(정책)을 집행에 의하여 당초 도시재생의 목표(정책목표)
가 잘 달성된 경우를 성공적 정책집행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효과성을 성공적인
정책집행으로 보는데 다음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56).

첫째, 아무리 효과적 정책집행이라 해도 지나치게 많은 정책비용이나 희생을 요
구하는 것이라면 성공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둘째, 정책목표가 달성되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선택되고 이를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책수단이 충실히 실행되었지만 정책목표가 달성
56) 박용치, 현대행정학원론, 제2편 정책 및 기획이론, 2014년, 도서출판 우암, pp.510-516

1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셋째, 애매모호하거나 모순 대립되는 정책목표들이 우선순위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정책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집행
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사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선의 담당
자들이 여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장의 집행 담당자들은 재량권을 가지고 시간, 자원, 능력, 의욕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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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2020. 1. 29.>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
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
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
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
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
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
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
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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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
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
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
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
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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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
5. 도시 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도시
쇠퇴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도시쇠퇴 현황 및 기초생활인
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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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7.>
②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8. 27.>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
6.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19.>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을 둔다.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협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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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
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
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
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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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
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
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8. 27.>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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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2017. 12. 26.>
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
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
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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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서로 다른 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
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
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
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
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
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
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
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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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
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
다. <신설 2019. 8. 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
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
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
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
77조의14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3.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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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지역의 지정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
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⑤ 제3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
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⑥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
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재
생활성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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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
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개
정 2019. 8. 27.>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
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
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
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9. 8. 27.>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
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사업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 사업
5.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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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하려는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9. 8. 27.]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
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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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8. 3. 20.>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
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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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
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
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
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
정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
(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
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
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8. 27.>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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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신설 2019. 8. 27.>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4항
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⑧ 제7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간
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신
설 2019. 8. 27.>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
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
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
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
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
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
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
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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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
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
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
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8. 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
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⑥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
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제목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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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특별재생지역 <신설 2018. 4. 17.>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
두 충족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재생지역은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
2. 재난이 발생하여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고 추가 재난피해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가 필요한 지역
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② 그 밖에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
시재생선도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특별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
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재생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에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7.>
③ 특별재생계획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피해지역 주택의 정비 및 공급에 관한 계획(「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포함한다)
2. 재난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 및 안전ㆍ복지 등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4.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투자활성화 추진 계획
5.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6. 지역 자연경관ㆍ문화 및 재난 관련 시설을 활용한 관광거점 육성 추진 계획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관계 서
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그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며, 일
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① 특별재생계획은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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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
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별재생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특별재생지역의 용도지역은 특별재생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실효된 특별재생계획의 내용,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재생계획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38조(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
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 8. 27.>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
로, 제20조제4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 혁신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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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
3. 혁신지구사업의 시행방식
4.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5.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7.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9.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
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
수립권자에게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은 "혁신지구"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
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①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
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를 준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
업단지의 지정.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
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로부터 혁신지구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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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
지구계획"으로 본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
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종전사업의 시행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종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
는 방법으로 한다.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매매, 임대, 사용승낙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
지를 포함한 혁신지구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방법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이하 "중복지정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서 이 법 및 종전
사업의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 8. 27.]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
략계획수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수립"은 "인가
"로, 제20조제4항 단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지구를 포함
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도시재생활성화계
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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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3.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건축계획
5. 주택건설계획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8.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
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8. 27.]
제48조(통합심의) ① 특별위원회는 혁신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
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한다.
3.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통합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혁신지구 또는 혁신지구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
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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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혁신지구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
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
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회가 검토 및 심의를 거친 사항(중복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본조신설 2019. 8. 27.]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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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항반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
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
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
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0.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
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설치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
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
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29.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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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3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
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
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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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항반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
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
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
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0.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
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설치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
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
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29.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
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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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제
3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
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
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4. 1.] 제49조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
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 또는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이주민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제52조제2항제1호를 우선 적용하
여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
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혁신지구재생사
업의 개발이익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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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53조(준공검사 등)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
계획수립권자의 준공검사 권한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종전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로 본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
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
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
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출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역이 종전사업 토지면적의 10분의 2 미만
일 것
3.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이하 "지구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완료되었을 것
4.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사업의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일 것
②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가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면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권한은 종전사업 부분에만 미친다.
③ 중복지정 사업에 대한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사업의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고시된 때에는 혁신지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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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의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은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
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략계
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산업ㆍ상업ㆍ주거
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 그 밖에 지역의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려면 해당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이
하 "국가시범지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
범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가시범지
구계획"으로 보고,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④ 그 밖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 및 제43조를 준
용하며, 국가시범지구에서의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9장 보칙 <신설 2019. 8. 27.>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
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
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
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
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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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9. 8. 27.]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
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
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7.]

부칙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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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11. 2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및 가구 구성의 현황
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주차장, 공원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
②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
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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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
제3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
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
이 된다.
⑧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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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1.]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0. 9. 1.>]
제7조의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목개정 2020. 9. 1.]
[제7조의2에서 이동 <2020. 9. 1.>]
제8조(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②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
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상 33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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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
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및 산림
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
장이 된다. <개정 2020. 9. 1.>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⑦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
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
[본조신설 2018. 6. 26.]
제9조의3(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
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9조의2제3항제2호"로 본다.
[본조신설 2020. 9. 1.]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
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ㆍ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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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
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0조제3항제3호"로 본다.
[본조신설 2020. 9. 1.]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
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
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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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3.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
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
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
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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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2. 도시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
급효과 등을 고려할 것
5.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
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것
7.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
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18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
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
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146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2019. 11. 26.>
1.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
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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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지역자산을 조사ㆍ발굴하여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 중인 사업,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4.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재
생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
5.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
6.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할 것
7.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칠 것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제1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재생사업을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10퍼센트 이상 감액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11. 26.]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
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의 공보에,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공보에 게재하
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제29조(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취소 등의 일자
2. 취소 등의 사유
3.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제30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2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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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
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대상 계획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평
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
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9. 1.>
제3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9. 1., 2020. 11. 24.>
[시행일 : 2021. 1. 1.]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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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1.>
1. 「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
호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같은 법 제3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재
생사업 활성화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실
시하는 부동산 매입사업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및 사업기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
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③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
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
1. 사업 시행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2. 사업 시행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닐 것.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에 해당
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
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시급히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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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일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비용을 보조받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9. 11. 26.]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9. 1.>
② 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등 자격요건 검토
3.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본조신설 2019. 11. 26.]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9. 1., 2020.
11. 24.>
② 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등 자격요건 검토
3.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본조신설 2019. 11. 26.]
[시행일 : 2021. 1. 1.] 제32조의3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18. 6. 26.]
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도
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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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
퍼센트를 말한다.
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정보 및 통계
가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구축하려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되지 아니하
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어 있는지 여부
2.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고 있는 정보 및 통계의 활용가능 여부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혁신지구계획(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거나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
다. <개정 2019. 11. 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38조(지방세 감면 절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
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정요청하려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위치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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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
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
경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
로 한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대상도시 및 위치
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목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은 도시쇠퇴의 정도, 지정의 기대효
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정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해당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공동구
2. 공원ㆍ녹지
3. 소로(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및 공용주차장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 11. 26.>
제45조(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이하 이 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
하지 않는 경우
2.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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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
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인 경우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사항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7. 2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2. 「항만공사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
1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
른 항만개발사업
⑤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사업의 명칭
2. 종전사업의 대상 위치 및 면적
3. 종전사업의 시행자
4. 종전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⑥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지구의 규모는 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⑦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혁신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과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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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조신설 2019. 11. 26.]
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법 제4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8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이란
제4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행ㆍ실시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을 포함한다)
5. 존치하는 구역 내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그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본조신설 2019. 11. 26.]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본조신설 2019. 11. 26.]
제50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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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
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 9. 1.>
1.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의 경우: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할 것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4에 따
라 공급할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급하려는 오피스텔이 30실(室)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한다.
다. 그 밖의 건축물 등의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공급할 것
2. 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건축물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
약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나 공공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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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44조제4호의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나. 별표 2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같은 표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
이 불가피하다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나. 시행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에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ㆍ산업기능의 유치 또는 복합적이고 입체적
인 개발이 필요하여 별표 3에 따라 선정한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라.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마.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⑦ 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축
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수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
분의 80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
분의 9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본조신설 2019. 11. 26.]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별
표 4에 따른 이주민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은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혁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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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전부를 사용
해야 한다.
⑤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국유재산이 소재하는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6. 그 밖에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도시재생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및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할 것
2.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
다)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것
3.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역별 지정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9. 11. 26.]

제8장 보칙 <신설 2019. 11. 26.>
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1. 26.]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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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5.] [서울특별시조례 제7750호, 2020. 10.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재생정책과), 02-2133-86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재창조를 기본방향으
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라 함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5. 19.>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5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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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28.>
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②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③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18.]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18.]
제6조의4(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5. 18.]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
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실’로 한다. <개정 2019. 3. 28., 2019. 5. 16.>
②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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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8조(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관을 설치하
거나,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지원
2.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 발굴, 시행 및 관리·운영 등 지원
5. 도시재생사업 지역 관련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5.>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
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ㆍ위탁)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
한다. <개정 2017. 1. 5.>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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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관할구역 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이 포함되
어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면·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 또는 필지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③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
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의 성별·연령·계
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16. 5. 19.>
제15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1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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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
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
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
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구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
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도시재생사업 시행
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
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③ 시장은 관할구역 구청장에게 해당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0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협의체)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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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19.>
제2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조건,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
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9.>
④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9.>
[제목개정 2016. 5. 19.]
제24조(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
사전단계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단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5. 16.]
제25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사업의 추진이 법령상·사실상 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
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 5.>
[전문개정 2016. 5. 19.]
제26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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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의 설치·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운용한다.
[전문개정 2017. 3. 23.]
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
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
정 2019. 12. 31.>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1.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3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
[본조신설 2018. 3. 22.]
제2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
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1. 신축·개축·재축·이전 :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6장 보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부칙 < 제7750호,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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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14.]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338호, 2019. 11. 14., 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도시재생과), 02-2094-27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
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의(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 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라 서
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CCTV,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도시 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
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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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업무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이 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 도시재생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① 임기는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
원인 경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
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자문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사항
2. 도시재생의 발전 방안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주민사업 공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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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 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
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 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
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의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하는 업무

제3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13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
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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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
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별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공무원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6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역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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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공모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 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
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4조의 “주민협의체”, 제15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이 주도하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
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사회적경제 조직”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338호, 2019.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된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협의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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