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낡은 건축물, 좁은 폭의 불량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

② 추진배경

-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필요
- 도시재생을 통한 마을의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지
- 위치 및 규모: 사근동 212-1 일대(약 100,000㎡)
- 주요내용: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ㆍ도시재생 추진 주민모임 구축 및 활성화

③ 사업개요

ㆍ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아카데미운영
ㆍ주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한 공모사업 및 소모임 활동운영
ㆍ저층 주거지 개선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 총사업비: 100억 원(시비 90, 구비 10)

④ 사업부서

스마트포용도시국 도시재생과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사업

⑦ 사업기간

문철수(과장)
차현희(행정6급)
홍승화(행정8급)
2019. 4. ~
2024.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1 사근 도시재생 주민공모

‘21.5.~10.

사업 추진

문철수 도시재생과장

※ 사근 도시재생「2021년도 주민 (‘21.3.11.)
공모사업」추진 계획
○ 사근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지원

엄원식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박미정 재생사업팀장
홍승화 주무관

‘21.2.1.

용역(2차) 착수

문철수 도시재생과장

※「사근동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21.1.12.)
지원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박미정 재생사업팀장
홍승화 주무관

및 용역계약 요청
○ 사근 도시재생 BI 개발 및 제작

‘21.11.27.

김영규 도시재생과장

※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이미지 (‘21.11.27.)

신경숙 재생사업팀장

브랜딩을 위한 BI 개발 및 제작 계획

차현희 주무관

○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20.11.17.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사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20.12.16.)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 서울형 4단계 선정지역 2차
전문가 자문
사업 추진
공모사업」추진 계획
‘20.9.4.

이전 개소
※ 사근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 계획 (‘20.8.31.)
‘20.8.~

재생대학 추진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도시

차현희 주무관

홍명안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영규 도시재생과장

※ 사근 도시재생「2020년도 주민 (‘20.7.21.)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도시

신경숙 재생사업팀장

‘20.10.27.

○ 2020 사근 도시재생 주민공모 ‘20.9.~11.

○ 사근 도시재생지원센터 확장

김영규 도시재생과장

(‘20.8.11.)

재생대학 추진 계획

신경숙 재생사업팀장
홍승화 주무관
홍명안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영규 도시재생과장
신경숙 재생사업팀장
홍승화 주무관
김영규 도시재생과장
신경숙 재생사업팀장
홍승화 주무관
한영희 부구청장
홍명안 스마트포용도시국장

○ 사근 도시재생 국토교통부
소규모재생사업 추진 계획

‘20.7.30.

강형구 자치행정과장

(‘20.7.30.)

김영규 도시재생과장
신경숙 재생사업팀장
홍승화 주무관

○ 사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0.7.16.

구역 확대 및 유형 변경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공고
○ 2020년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

(‘20.7.16.)
‘20.5.21.

공모 선정
※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20.5.21.)

결과 알림
○ 사근 도시재생센터 리모델링 공사 착수

‘20.5.~8.

※「사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20.4.23.)

장완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영규 도시재생과장

거점」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김정현 재생시설팀장

공사 시행 계획

임다현 주무관

○ 서울형 4단계 선정지역 1차
전문가 자문

‘20.4.7.

○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

‘20.1.15.

※ 사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설명회

(‘20.1.8.)

개최 계획
○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20.1.15.

신경숙 재생사업팀장

장완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경생 도시재생과장

착수보고회 개최
(‘20.1.2.)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신경숙 재생사업팀장
차현희 주무관
이경생 도시재생과장

용역 및 공동체활성화지원 용역

‘19.12.4.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및 용역

‘19.12.10.

계약 요청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확보

김영규 도시재생과장
차현희 주무관

용역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 사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장완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신경숙 재생사업팀장
차현희 주무관
홍승화 주무관

‘19.11.
김철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 및 공동체활성화지원 용역
시행

‘19.10.4.
‘19.10.11.

이경생 도시재생과장
신경숙 재생사업팀장
차현희 주무관
홍승화 주무관
정원오 구청장
한영희 부구청장

○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1차년도
추진계획 수립

‘19.9.17.

김철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경생 도시재생과장
신경숙 재생사업팀장
차현희 주무관

○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최종 선정
※ 2019년도 상반기 신규 서울형

‘19.4.11.

도시재생 선정 결과 알림
○ 2018 희망지사업 공모 사근동 선정

‘18.12.4.
라병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 사근동 도시재생사업(서울형)
추진계획

‘18.7.31.

이정희 도시재생과장
김은경 팀장
권오걸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