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도시재생과]

■과제 개요
•위치 및 면적 : 노원구 상계3 · 4동 일대(473,583.1㎡)
- 재정비촉진구역(406,241.5㎡) 및 존치관리구역(67,341.6㎡)

▶재
 정비촉진사업(상계1,

2, 4, 5, 6구역) 시행으로 노후 · 불량주거지를 수락산 · 불암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

- 복합 문화시설(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 중심지 조성
▶합
 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로, 공원 · 녹지 및 복합문화시설(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등 기반시설 확충

•추진 기간 : 2008년 ~ 2024년
•연차별 소요예산 : 비예산(민간사업,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구역별 추진)

■세부 추진 내용(실적)
•2005.
•2006.
•2008.
•2014.
•2018.

12. 16 : 상계뉴타운지구 지정
10. 19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09. 11 : 상계재정비촉진계획 결정(6개 구역)
07. 03 : 상계3구역 해제(5개 구역)
12월 현재

조합설립인가(3)

관리처분인가(1)

착공(1)

상계1, 2, 5구역

상계6구역

상계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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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70대 과제 연차별 소요예산

•사업 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新주거단지 조성

Ⅲ. 70대 과제 세부실천계획

•사업 규모 : 5개 재정비촉진구역, 아파트 7,413세대(임대 1,496세대)
- 용적률 및 층수 : 218 ~ 305%(평균 258%), 5 ~ 29층
- 존치 : 성림아파트(240세대), 건영아파트(87세대), 상계3 · 4동주민센터 등

Ⅱ. 노원의 미래 전략 「민선 7기 70대 과제」

상계3 · 4동 뉴타운(5개 주택재개발구역) 사업으로 친환경 新주거지를 조성하고,
복합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함으로써 ‘힐링도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노원의 현재

64. 상계3·4동 뉴타운 신주거·문화중심도시 조성

민선 7기 70대 과제

■향후 추진 계획
•구역별 추진 계획(’18년)
구역명

조합설립

現 추진현황(2018. 12월)

상계1구역

2013. 08. 23.

•2018. 10. 16. : 건축심의 통과(결과 : 조건부의결)
•2018. 12월 : 사업시행인가(준비)

상계2구역

2010. 05. 07.

•2018. 8. 23. : 정비계획 변경 결정
•2018. 12월 : 市건축심의(준비)

상계4구역

2009. 01. 22.

•2017. 7. 12. : 공사착공
•2018. 12월 : 지상층 골조공사(공정률 : 40%)

상계5구역

2009. 06. 23.

•2018. 7. 19. : 정비계획 변경 결정
•2018. 12월 : 市건축심의(준비)

상계6구역

2009. 06. 05.

•2018. 11. 27. : 市소위원회 수권심의 통과(수정가결)
•2018. 12월 : 사업시행변경인가(준비)

■연차별 이행 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장기
(2023년 이후)

상계3 · 4동 뉴타운 신주거 · 문화중심도시 조성
(상계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과제목표

·(상계4)공사중 ·(상계4)준공 ·(상계1, 2, 5) ·(상계6)준공 ·(상계1, 2, 5) ·(상계1, 2, 5)
연차별
관리처분인가 ·(상계1, 2, 5)
착공
준공(~’24년)
달성목표 ·(상계6)이주 ·(상계6)착공
철거 완료
이주철거 완료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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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이현숙(☎3930)

70대 과제 세부실천계획

팀장

100

상계재정비팀
김선경(☎3929)

담당

김대준(☎3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