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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면

적 : 35.44㎢ (서울시 전체면적의 5.85%)

인

구 : 225,000세대 610,616명 (남 299,211명 여 311,405명)

주

택 : 194,289호 (아파트 158,295 연립 9,028 단독 26,966)

행정구역 : 19개동 (690통 6,019반)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0년도

398,483

387,014

11,469

2009년도

389,434

377,479

11,955

증 · 감

9,049

9,535

△486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교통,지역개발 예비비

52,114(13.5%)

20,972(5.4%)

54,084(13.9%)

보조금

구세

156,850(40.5%)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복지,보건
191,328(49.4%)

124,236(32.1%)

3,798(1.0%)

일반,재난,기타
131,730(34.0%)

환경 교육
산업 문화

18,788(4.9%) 20,398(5.3%)

▣ 특별회계 : 11,469백만원
의료급여기금 : 1,177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1,654백만원
주차장 : 8,63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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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자연사박물관『불암산 중계공원』유치
Ⅰ. 정부추진 개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국가 중 유일한 국립자연사박물관 미확보 국가
•1995년과 2001년 2차례 건립 추진하였으나 IMF 등으로 중단
•2007년부터 건립 재추진, 2010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7억 5천만원) 편성

Ⅱ. 유치부지 최적의 5대 입지여건
❶ 대규모 부지 기확보 : 매입 비용(국가예산 약 800억) 절감과 적기착수 가능
위 치

시설명

중계동
산40-5 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중계2지구
(문화공원 지정예정)

계

면적
국·공유지

사유지

277,117㎡
(83,975평)

2,404㎡
(729평)

274,713㎡
(83,246평)

비 고

경사 15。
이내
산자락 구릉지대

※ 불암산을 국내 유일의 지오파크(지질문화유산)으로 지정 예정【명예산주 : 연기자 최불암】

•자연사박물관은 출토 유물전시나 지방특색의 특수박물관과는 달리 막대한 건립비용
소요
❷ 지리적 중심 위치 : 다종·다량의 전시유물 확보 절대유리 및 안정적 경영의 경쟁력 확보
•서울·경기 동북부 500만 거주지역의 중심과 미래 통일 한국의 남북중심에 위치
•접근성 용이 및 두터운 수요층을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❸ 우수한 교통 인프라 : 투자비 대폭절감 및 국내·외 수백만명 집객가능
•지하철 4개 노선(1,4,6,7호선), 경전철(동북선) 종점, 외곽순환도로(인천공항 40분)
❹ 다양한 연계 문화시설 : 풍부한 문화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벨트 구축
•태·강릉(세계문화유산), 왕릉전시관, 강북시립미술관, 서울국제소호거리, 육군박물관
•동북CBD(컨벤션, 관광호텔, 공항터미널), 성북·석계 신업무콤플렉스(비지니스호텔,
다국적기업)
❺ 안전한 도시 환경 : 내·외국인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도시품격 내재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범죄없는 도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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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원구의 유치노력
❶ 기반 조성
•건립부지 매입(총 소요비 784억 중 ’
09년까지 138억 보상, 2012년까지 잔여보상 완료)
•부지내 무허가건물 정비( ’
09년 건물 27동 철거, 2010년 잔여 20개동 완료)
•경전철(동북선) 건설(2010년 제3자 모집공고 및 사업대상자 지정)
•국내 최초 지오파크(지질문화유산체험학습장) 조성(학술연구용역 ’
09. 06월∼’
10. 01월)
•유물보관 수장고 및 전시실 건립(마들근린공원 내, 연면적 760㎡(2층), 2010. 03월 완
료)

❷ 컨텐츠 확보
•다종·다량의 유물확보(현재 9명 117만점 활용 동의, 2010년까지 2백만점 확보)
•공룡그랜드쇼 개최(갤러리청사 로비·강당, ’
07년 15만, ’
08년 25만, ’
09년 32만 관람)
•중계문화공원 입지분석 타당성 학술용역(2009. 01월∼05월) 및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2회)
▶ 대규모부지 확보, 대도시의 두터운 수요층, 우수한 교통인프라 등으로 KDI(한국개
발연구원)의 B/C 분석에서도 최적지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문가들 의견 일치
•유치를 위한 입지 및 경제성 분석 학술연구용역 실시(2009. 9월∼2010. 5월, 경희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서명완료) 및 박물관대학 운영(현재 10기 1,300명 수료)

❸ 네트워크 구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외 38명)
▶ 유정칠 교수 등 자연사학자 15명 및 이종옥 관장 등 박물관 관련자 9명 등 전문가
대거 참여
•유치를 위한 노원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구의원 13명)
•서울 동북권 자치구 공동 협조문 체결(성북, 중랑, 강북, 도봉)
•서울 동북권 대학 공동 협조문 체결(국립 서울산업대 등 8개 대학)
•서울시와 협력체계 구축(구청장·부시장단 및 시장면담, 시차원의 협력 합의)
•구청장 문화체육부장관 방문 면담 건의(3회)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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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대한 각계 의견
【용산공원 복합 뮤지엄 조성에 대한 반대 의견들】
1⃞ 전문가 및 국민 다수가 보는 용산공원의 대표 이미지는 자연과 생태공간

비어있는 녹색공간이 바람직

2⃞ 학계에서 박물관·미술관·상징물 등의 시설위주의 컴플렉스 조성 반대

서울대 김기호, 조경진교수 등

3⃞ 중앙정부의 반환부지 일부 타용도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서울시의 반대 및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

•공원 전체를 숲·호수·물길·잔디 중심의 온전한 도심속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 및 보존요구
•일대가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방부 등으로 이미 상당부분 잠식
새로운 거대한 인공시설 건립반대
•’
09. 05. 18 서울시의 그린웨이(남산∼용산공원∼한강의 남북 생태축) 조성계획 발표
4⃞ 용산공원을 국가 사적지로 지정 주장

서울여대 이원명 교수(서울여대 박물관장)

•몽고군·왜군·청군·일본군·미군기지 등 역사의 상흔이 배어있는 역사교훈의 장
•이지역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지로 먼저 지정 후 공원조성 및 활용계획 마련 필요
5⃞ 특정지역에 편중된 문화시설 및 박물관 건립 지양

지역간 균형발전 배려

6⃞ 용산기지 이전시기 불투명 : 미군측과 이전시기 및 비용 협의 중으로 공원 조성시기 요원

【용산공원의 비전과 과제】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조경진교수, ’
07. 06. 15)
▒ 용산공원의 대표 이미지로는 도시 속에 자연과 생태 공간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시대에 도시에 녹색공간을 창조하여 기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
는 장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점이다.
그러한 공간은 너무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담기보다 여백처럼 비워두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텅 빈(void) 녹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어령, 2005)에 깊이 공감한다.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만들어지는 상징물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들이 늘어선 시설 위주의 컴
플렉스가 용산공원을 떠올리는 대표 이미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어 있는 녹색공간이 새로운 공원
의 중심적인 이미지와 기본적인 특성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디자인이 최소화되고 덜 손
대있고 덜 통제되는 공간으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면서 느슨하게 기능하는 경관 (loose fit
environment)이다. (Thomp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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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북시립미술관』건립
Ⅰ.사업개요
•위

치 : 중계동 508 (등나무근린공원 내)

•규

모 : 지하2 / 지상3층(대지 2,335㎡, 연면적 13,665㎡)

•사업기간 : 2006. 11월 ~ 2012. 07월
•총사업비 : 56,691백만원(2010년 예산 7,226백만원)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6. 11월 :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건의(시장님 노원구 방문시)
•2007. 09월 ∼ 2008. 04월 : 시립 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타당성 실시
•2008. 09. 08 : 서울시 방침 확정(등나무근린공원)
•2008. 12월 : 2009년 설계등 소요예산 확보(국비 5억, 시비 38억)
•2008. 12. 3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구유지에 시립시설물 유치 가능)
•2009. 01. 20 : 도시계획변경(근린공원 ⇨ 문화공원) 조건부 승인
•2009. 04. 08 : 강북시립미술관 건립 구의회 동의안 승인
•2009. 01월 ~ 2009. 06월 : 실시설계경기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
•2009. 07. 15 : 설계 당선작 결정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6월 : 설계완료
•2010. 08월 : 착공
•2012. 08월 : 준공 및 개관

Ⅳ. 기대효과
•현재 시립미술관의 부족한 수장고 해결
•서울 동북부 문화의 축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갤러리파크,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와 더불어 노원구 브랜드 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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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부지원·지검 이전부지『시립정보도서관』유치
Ⅰ. 부지현황
위

치

공릉동
622번지

규
대 지

13,210㎡
(4,003평)

모
건 물

도시계획

토지소유

비고

6개棟
18,031㎡

일반주거지역
[제3종]

국유지
·대법원 6,605㎡
·법무부 6,605㎡

2010. 06월∼07월
이전예정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7. 07. 01 : 북부지방법원 신청사 착공
•2007. 07. 01 ∼ 2008. 06. 23 : 이전후 부지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시행
•2007. 08. 20 : 청사부지 활용계획 조회(區⇨대법원, 법무부)
•2008. 05. 29 : 청사부지 활용계획 조회(區⇨대법원, 법무부)
검토중 회신(법무부, 2007. 08. 20, 2008. 05. 29)
2008. 08. 04 : 시립공공도서관 건립 건의(區⇨서울시 문화예술과)
•2008. 08. 20 : 서울시장면담(시립정보도서관 건립 건의)
•2009. 12. 17 : 북부지원부지 교환 체결(대법원 ⇔ SH공사)
- 북부지원·지검 부지 중 대법원 소유 북부지원 부지(6,605㎡) 및 동부지원부지와
SH공사 소유 문정동 법조단지 부지와 맞교환 계약
•2010. 01. 01 : 서울 권역별 대표 도서관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비(50백만원) 반영(서울시)

Ⅲ. 향후추진계획
• 서울시 권역별 대표도서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조기 시행(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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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계2동 문화복합청사』건립
Ⅰ. 사업개요
•위

치 : 상계동 616-14, 332-8(지하철4·7호선 노원역 일대)

•규

모 : 대지-859㎡, 건물-4,303㎡(지하2층, 지상7층)

•사업기간 : 2008. 10월 ~ 2012. 12월
•소요예산 : 16,000백만원(구비 : 8,000백만원, 시비 : 8,000백만원)
※ 현 청사 : 1980. 11월 건립
【 대지 595㎡, 건물 1,081㎡ (지하1층 / 지상3층) 】

Ⅱ. 건축규모(안)- 층별 면적 및 용도
구분

계
지하
지상

층별

면적(㎡)

1층/2층
1층
2층∼4층
5층∼7층

4,300
1,200
480
1,440
1,180

용

도

비고

기계실/ 주차장/ 상시공연장
공공청사
원기둥 공연무대/부속시설/평시주차장
및
동주민센터·자치회관·마을문고, 청소년독서실, C&M 스튜디오 문화시설
다목적 공연장·전시관, 댄싱갤러리(현대무용연습실)

Ⅲ. 그간의 추진사항
•2008. 09. 11 : 상계2동 청사 신축, 이전계획 수립
•2008. 10월 :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2009. 08. 19 :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009. 09. 17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2009. 10. 29 : 노원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09. 12. 07 : 설계경기 발주

Ⅳ. 향후계획
•2010. 04월 : 현상공모 및 당선작 결정
•2010. 0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2010. 11월 : 공사발주
•2012. 12월 : 공사 준공

16 | 분야별 사업현황

위치도

신청지 예정부지

현황사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 17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5.『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건립
Ⅰ. 사업개요
•위

치 : 중계동 511-1(舊 중계3동주민센터)

•규

모 : 대지 1,032㎡,건물 2,696㎡(지하1층, 지상5층)

•공사기간 : 2009. 12월 ~ 2011. 03월
•소요예산 : 6,300백만원(국비 1,000 시비 2,000 구비 3,300)
※ 현 청사 : 1992. 03월 건립
【대지 1,031.5㎡, 건물 943㎡ (지하1층 / 지상3층)】

Ⅱ. 건축규모(안)- 층별 면적 및 용도
구분

계
지하

지상

층별

면적(㎡)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2,696
679
392
467
456
402
300

용

도

환경미화원휴게실/기계전기실/창고/물탱크실/주차장
동주민센터 민원실/상담실
동장실/주민사랑방/통신실/서고/동대본부
곰두리스포츠센터/탁구장
작은도서관/공부방
다목적강당

비고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Ⅲ. 그간의 추진사항
•2008. 12. 11 :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계획수립
•2009. 01. 12 :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
•2009. 02. 23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2009. 04월 ∼ 09월 : 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2009. 11. 23 : 공사계약 및 착공

Ⅳ. 향후계획
•2011. 03월 : 공사준공

Ⅴ. 기대효과
•청사 신축을 통해 협소한 공간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맞게
문화·복지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이용주민 편의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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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건립
Ⅰ. 사업개요
•위

치 : 공릉2동 87-5 외 1

•규

모 : 지하1층, 지상6층(대지 1,019㎡ 건물 2,595㎡)

•사업기간 : 2006. 10월 ∼ 2010. 07월
•사업내용 : 청소년 이용시설 설치
※ 사무실, 어린이·청소년 열람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교육실, 상담실,
영어카페, 디지털종합자료실, 휴게실 등
•총사업비 : 7,486백만원 (국비 428 시비 3,331 구비 3,727)

Ⅱ.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
•2006. 10월 :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 수립
•2006. 11월 :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
•2007. 10월 : 부지매입 및 등기이전 완료
•2008. 06월 : 설계용역 발주
•2008. 12월 : 설계용역 완료
•2009. 03월 : 공사 착공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7월 : 공사 완공 (2010. 10월 개관예정)

Ⅳ. 기대효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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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상계 문화정보도서관』건립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상계1동 1118-67외 1필지

•대지면적 : 1,012㎡
•건축면적 : 2,293㎡, 지하1층 / 지상4층
- 지하1층 : 체육시설 및 주차장 / 지상1층 ∼ 4층 : 도서관
•소요예산 : 7,406백만원
- 토지매입비 : 2,432백만원(2007년부터 5년간 연부 납부, 2010년 542백만원)
- 건 축 비 : 4,974백만원(국비 1,197 시비 1,250 구비 2,526 )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8. 07. 30 : 문화정보도서관 건립계획
•2008. 10. 24 :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
•2009. 03. 16 : 설계경기 공고
•2009. 04. 08 :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 구의회 승인
•2009. 06. 05 : 설계경기 당선자 선정
•2009. 07월 ~ 2009. 12월 : 설계 착수 및 준공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공사 발주
•2011. 08월 : 공사 준공
•2011. 10월 : 도서관 개관

Ⅳ. 기대효과
•도서관이 없는 상계 북측지역에 도서관을 건립, 지식정보 욕구충족 및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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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건립부지

조감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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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원구『평생아카데미(학습센터)』건립
Ⅰ. 사업개요
•위 치 : 상계6·7동 735-1외 1필지(舊 상계6동주민센터+치안센터)
•규 모 : 지하 2층, 지상 7층(대지 479㎡, 연면적 2,322㎡)
•기 간 : 2008. 08월 ∼ 2010. 11월
•사업비 : 5,991백만원(시비 3,000백만원, 구비 2,991백만원)
•시설내용 및 용도
구분

시설내용

시설배치 (총 면적)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1층 주차장, 방재센터
지상1층 열린도서관
지상2층 대강당, 열린카페
지상3층 사무실, 정보화교육장
지상4층 제 1, 2 강의실
지상5층 제 3, 4 강의실
지상6층 제 5, 6 강의실
지상7층 다목적실,동아리방

용

도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창고
주차장, 방재센터, 창고
주민들의 도서열람 및 독서지도
각종 강좌, 학술세미나, 워크샵, 휴게공간
운영사무실, 정보화 교육장, 서고 등
어린이 및 성인 일반인문, 어학 등
30~40명 규모 인문·사회·교양강좌
여성교실, 전문직업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다양한 취미프로그램 운영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8. 03. 18 : 서울시투자심사 완료
•2008. 11. 04 : 설계경기 공모 당선작 선정
•2008. 12월 ~ 2009. 04월 : 설계용역
•2009. 07월 : 공사착공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11월 : 공사준공
•2011. 02월 : 노원 평생아카데미 개관

Ⅳ. 기대효과
•종합적인 평생교육장 확보 및 시스템 구축으로 구민들의 자아실현 극대화
•지식기반을 선도하여 사회적 통합 추구 및 정보·지식의 격차 해소
24 | 분야별 사업현황

면적

2,322㎡
241㎡
372㎡
196㎡
272㎡
256㎡
246㎡
251㎡
257㎡
231㎡

위치도

건립지

조감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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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상계8동 주민센터 북카페』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상계동 658(상계8동주민센터 내)

•규

모 : 200㎡(기존 주민센터 1개층 증축)

•사업기간 : 2010. 01월 ∼ 2010. 12월
•소요예산 : 500,000천원
※ 2010년 본 예산반영 : 40백만원(정밀안전진단 및 설계비)

Ⅱ. 건축규모(안)
구분

계
지하
지상

층별

면적(㎡)

1층
1층
2층
3층
4층

960
138
216
197
209
200

용

도

자치회관 다목적방(탁구교실 등)
주민센터
마을문고, 동장실, 자치회관 다목적방
자치회관 다목적방, 동대본부
북카페

비고

기존건물
증축

※ 현 청사 : 1989. 09. 04 건립(대지 512.60 건물 760.57(지하1층 / 지상3층)】

Ⅲ. 향후추진일정
•2010. 01월 : 정밀안전진단 실시
•2010. 03월 : 설계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
•2010. 04월 ∼ 07월 : 용역계약 발주 및 준공
•2010. 08월 : 공사발주 및 입찰공고
•2010. 09월 : 공사계약 및 착공
•2010. 10월 ∼ 12월 : 증축 공사 및 개관

Ⅳ. 기대효과
•북카페 조성으로 이용편의 개선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 및 독서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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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현장사진(예시)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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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T소극장 및 도서관』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상계동 723번지 (주)KT노원지사 증축동(지하5층, 지상13층) 내

•규

모 : 소극장(지하1층 1,471㎡), 도서관(지상4층 654㎡)

•사업기간 : 2009. 12월 ~ 2011. 12월
•재원조달 : (주)KT에서 시설완공 후 노원구에 기부채납

Ⅱ. 건축규모(안)
시설명

층별

면적(㎡)

시설내역

소극장

지하1층

1,471

객석(300석), 무대, 연습실, 출연자대기실
조종실, 사무실, 로비(갤러리, 스넥코너 등)

도서관

지상4층

654

도서관홀 : 종합자료실(도서), 디지털실(PC)
다목적홀 : 음향, 미디어(TV, 빔프로젝트)등

Ⅲ. 그간의 추진사항
•2008. 03. 19 : (주)KT 소극장 조성 후 무상사용허가 제안서 접수
•2008. 09. 0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결(완공후 기부채납 조건부)
•2009. 06. 03 : 시설(소극장·도서관) 기부채납 관련 협약서 조인
•2009. 10월 : 사업자 선정
•2009. 12월 : 공사착공

Ⅳ. 향후계획
•2011. 12월 : 준공 및 시설인수

Ⅴ. 기대효과
•뮤지컬 전용 소극장 건립으로 수준 높은 문화제공
•신개념의 지식정보 도서관인 디브러리(Digital＋Library)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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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치도

조감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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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Ⅰ. 사업개요
•추진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총 1,000개교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100개교, 교육과학기술부 100개교)
•추진기간 : 2009년 ∼ 2012년(4개년)
•소요예산 : 학교 당 500백만원(교육청 350백만원, 구 150백만원)
※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공동투자(국비 70%, 자치구 30%)

Ⅱ. 선정절차
구분

신청

접수

선정

비고

해당학교

북부교육청
자치구

시교육청
서울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신창중, 공릉중,
온곡초 완료

Ⅲ. 그간의 추진실적
•2009. 09월 : 당현초등학교 선정(교과부)
•2009. 12월 : 2010년도 지원대상학교 확정(중원초등학교, 청원고등학교 - 교과부)

Ⅳ. 향후 추진계획
•2009. 12월 ∼ 2010. 06월 : 당현초등학교 공사
•2010. 01월 ∼ 02월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상학교 신청 및 선정

Ⅴ. 기대효과
•학교 체육수업의 내실화와 지역주민의 심신단련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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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청원고등학교

당현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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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12.『청계초등학교 복합화사업』추진
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개요
•사업대상 :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의 학생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을 건립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5개년)
•지원기준 : 인구수 10만명당 또는 학교 15개소당 1개소
•추진실적 : 7개교 완료
(당현초, 수암초, 중현초, 중평중, 상경초, 상원중, 하계중)

Ⅱ.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중계2·3동 513-1번지(청계초등학교)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1,900㎡

- 지상1층 : 학생식당 950㎡(학교자체 사업비)
- 지상2층 : 다목적강당 950㎡(사업예산 투입)
•사업기간 : 2009. 10월 ∼ 2010. 12월
•총사업비 : 1,520백만원 (교육청 : 760백만원, 서울시 : 532백만원, 우리구 : 228백만원)

Ⅲ. 그간의 추진사항
•2009. 10월 : 협약체결 및 설계용역 발주

Ⅳ.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설계용역 완료
•2010. 03월 : 공사 발주
•2010. 12월 :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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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현황사진

다목적 강당 예정지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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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열린학교(학교공원화)』조성
Ⅰ. 사업개요
•대

상 : 대진여자고등학교 외 2개교

- 중계 2·3동 514-2번지 (대진여자고등학교)
- 중계 2·3동 515-1번지 (상명초등학교)
- 하계 1동 78번지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면

적 : 5,300㎡

•시설내용 : 담장철거, 지반정리, 수목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소요예산 : 698백만원(시비)
•사업기간 : 2010. 01월 ∼ 07월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9. 12. 08 : 실시설계용역 발주

Ⅲ. 향후 추진계획
•2009. 12. 18 ~ 2010. 02. 15 : 실시설계용역 및 서울시 설계심의
•2010. 03월 ∼ 07월 : 공사시행

Ⅳ. 기대효과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만남의 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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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대진여자고등학교, 상명초등학교)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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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마들근리공원 시립 종합실내체육관』유치
Ⅰ. 사업개요
•위

치 : 상계동 770-2번지
【마들근린공원(67,108㎡)내 수영장 철거부지】

•규

모 : 건축면적 4,500㎡, 연면적 15,000㎡(지하 2 / 지상 3)

•소요예산 : 504억원(평당 11백만원)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헬스센터, 스쿼시, 골프연습장, 공연장 등
<지역별 랜드마크성 체육시설 현황>
권역별

시 설 명

권역별

동남권

잠실 종합운동장(송파구)

서북권

도심권

장충체육관 (중 구)
효창운동장 (용산구)

서남권

시 설 명

서울월드컵 경기장 (마포구)
목동 운동장 (양천구)
야구 돔구장(건립중, 구로구)

※ 현재 건설중인 고척동 야구돔구장 : 연면적 20,529㎡(2만여석), 10백억 소요,
2011. 09월 준공예정
※ 대규모 실내체육관 현황 : 안양 실내체육관(45,451㎡), 과천 다목적체육관(41,056㎡),
탄천 종합체육관(34,788㎡)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8. 10. 24 :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검토
•2008. 12월 ∼ 2009. 04월 : 사업타당성 연구용역(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9. 06. 03 : 서울시 체육진흥과 및 도시계획과 방문 건의
•2009. 07. 17 : 서울시장 방문면담 건의(구청장)
•2009. 07. 30 : 서울시 체육진흥과 방문
- 시립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재차 건의
- 투자심사 자료 작성 제출
•2009. 08. 20 : 서울시 체육진흥과 방문(행정관리국장 등)
- 서울시 체육진흥과 간담회시 2010년도에 자치구별 체육시설 분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에 대한 의견교환
•2009. 12. 30 : 공원종류 변경(근린공원⇨체육공원)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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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3. 30 : 도시계획변경 용역 준공

Ⅳ. 문제점 및 대책
•동북권에만 대규모 체육시설이 없어 전국규모의 체육행사 개최 어려움
•종합적인 규모와 수준 높은 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 확보가 시급
•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어려운 區 재정여건상 구차원의 사업추진 곤란
•서울시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

Ⅴ. 기대효과
•마들스타디움과 연계한 종합스포츠 단지의 조성으로 공간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편익 증대

대상부지 위치도 및 전경

예정부지

수영장 철거사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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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실내배드민턴장』건립
Ⅰ. 사업개요
•위

치 : 공릉2동 산 222-24일대(불암산 종합스타디움내 주차장 부지)

•규

모 : 실내배드민턴장 12면 및 부대시설(관람석, 탈의실, 창고, 화장실 등)

•사업기간 : 2009. 01월 ∼ 2010. 07월
•소요예산 : 58억원(시비 48억원, 구비 10억원)

Ⅱ. 그간의 추진현황
•2007. 04월 : 불암산 체육공원 설치계획 수립
•2008. 06월 : 배드민턴장 건립계획 재수립(안전진단 결과 현 주차장 부지로 변경)
•2008. 11월 : 투자심사 (시비 48억원, 구비 10억원) 및 시비확보
•2009. 01. 13 : 배드민턴장 건립 추진계획 수립(구청장 방침)
•2009. 04. 17 : 설계용역 착수
•2009. 07. 28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공원조성계획변경) 완료
•2009. 09. 30 : 설계용역 완료
•2009. 10. 12 : 공사발주
•2009. 11. 06 : 계약 및 착공

Ⅲ. 향후 추진계획
•2009. 11월 ~ 2010. 07월 : 공사시행 및 준공

Ⅳ. 기대효과
•날로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에 부응
•시민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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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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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유물』정비
Ⅰ. 사업개요
•종류명칭 : 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2002. 03. 09)
•위

치 : 월계동 산 8 - 3호외 38필지

•대상부지 : 총 39필지 208,792㎡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총사업비 : 51,013백만원(토지보상 50,140 석재정비 873)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2. 03. 09 : 사적 제440호로 지정
•2007. 08월 ∼ 2008. 06월 :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종합정비 학술용역시행관련
우리구 검토의견 제출(우리구⇨서울시)
•2008. 07월 : 학술용역 결과 통보(서울시⇨우리구)
•2009. 01월 :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토지 및 석재정비 예산 교부(1,142백만원)
•2009. 02. 03 : 석재정비 및 토지매입에 따른 관계자 회의 개최
•2009. 03. 13 :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토지보상 계획수립
•2009. 08. 18 :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유물정비 사업 추진계획
•2009. 08. 27 :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유물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 발주
•2009. 12. 04 :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유물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지형측량 용역 발주
•2009. 12. 24 : 토지보상 2차 보상협의 완료(2건 50백만원)
※ 현재 보상완료 : 4건 352백만원

Ⅲ. 문 제 점
•초안산 훼손 및 파손 방치된 석물정비(원형복원차원) 예산 445백만원 부족
- 석재정비 소요예산 : 873백만원(2009년도 428백만원)
•사적지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 49,426백만원 부족
- 토지보상 소요예산 : 50,140백만원(2009년 714백만원)
•토지보상 과다소요에 따른 조선시대분묘군 종합정비계획 추진지연 또는 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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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학술용역결과 보호구역재조정(사적지외 방치유물 보호)을 위한 2차학술용역 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보호구역 확대시 토지보상비
대폭확대 우려 서울시(문화재과) 2차 용역 미실시

Ⅳ. 대책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종합정비계획의 조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2차 학술용역
(보호구역외 유물정비와 보호구역 재조정)의 조속 시행 건의
•토지보상 및 석재정비를 위한 국비·시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토지보상비 전액 일시반영 안될 시 연차별 보상방안 검토 필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소요액

2009
기확보액

계
토지보상
석재정비

51,013
50,140
873

1,142
714
428

2010 국고보조사업 요구 예산(부족액)
계
국비
시비

49,871
49,426
445

34,909
34,598
311

비고

14,962
14,828
134

위치도
범례
국(산림청)
예안이씨종중소유
사유지(매입대상)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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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월계 헬스케어센터」건립
❷「북부여성발전센터」증축
❸「노원구청사」증축
❹「하계2동 어린이집」신축
❺「상계5동 어린이집」신축
❻「상계8동 어린이집」건립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1.『월계 헬스케어센터』건립
Ⅰ. 추진배경
•2단계 동행정구역 통폐합 구의회 의결( ’
08. 11. 17) 및 구청장방침( ’
08. 11. 25)
•동 통폐합 후 폐지되는 구(舊) 월계4동 주민센터를 월계 헬스케어센터로 신축

Ⅱ. 사업개요
•위

치 : 월계동 321-4(舊 월계4동주민센터)

•규

모 : 대지-1,025.4㎡, 건물-2,377㎡(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기간 : 2009. 12월 ~ 2011. 03월
•소요예산 : 5,600백만원(시비 2,800, 구비 2,800)
※ 현 청사 : 1993. 12. 15 건립
【대지 1,025.4㎡, 건물 814.55㎡ (지하1층 / 지상3층)】

Ⅲ. 건축규모(안) - 층별 면적 및 용도
구분

계
지하
지상

층별

면적(㎡)

1층
1층
2층
3층
4층

2,377
647
457
480
432
361

용

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보건센터(진료민원실, 행정복지민원실)
보건센터(진료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다용도실, 동대본부
영어(Reading, Talking)교실, 프로그램실(건강교실)

Ⅳ. 그간의 추진사항
•2008. 12. 11 : 월계 헬스케어(Healthcare)센터 신축계획수립
•2008. 12. 2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09. 01. 12 :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
•2009. 02. 23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2009. 04. 02 : 설계용역 계약 및 착공
•2009. 09. 30 : 설계준공
•2009. 11. 24 : 공사계약 및 착공

Ⅴ. 향후계획
•2011. 03월 : 공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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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보건센터
및
문화시설

Ⅵ. 기대효과
•보건복합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인 의료보건 및 행정 편의 제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및 청소년독서실 등을 건축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문화,
교육환경 개선

위치도

조감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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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부여성발전센터』증축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중계동 501-1

•규

모 : 지상 2층(대지 4,959㎡, 건축면적 330㎡, 연면적 660㎡)

•추진기간 : 2010. 01월 ∼ 2011. 04월
•소요예산 : 1,500백만원(시비)

Ⅱ. 증축공간 활용계획
구분

면적(㎡)

용

도

계

660

1층

330

장애아 제과제빵 강의실, 창업보육 카페

2층

330

창업보육실, 여성창업물품 판매실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05월 : 설계용역 발주 및 준공
•2010. 06월 ∼ 2011. 04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Ⅳ. 기대효과
•여성의 전문직업능력 강화
•창업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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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창업보육센터
(총10개 사무실)로
활용

위치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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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원구청사』증축
Ⅰ. 사업개요
•위
치 : 상계동 701-1(현 구청사 뒤편 테니스장)
•규
모 : 대지-1,683㎡, 건축연면적-7,324㎡(지하2층, 지상7층)
•사업기간 : 2009. 01월 ~ 2011. 06월
•소요예산 : 14,506백만원(시 특별교부금 7,818백만원, 구비 6,688백만원)
※ 치매지원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10억 포함

Ⅱ. 건축규모(안)
구분

계
지하
지상

층별

면적(㎡)

1층 / 2층
1층 / 2층
3층 / 4층
5층
6층 / 7층

7,324
2,909
808/629
704/704
743
743/84

용

도

주차장 / 기계실 / 다목적방 / 지하상황실
통합민원실 / NBS / 사무실 / 전시공간
사무실 / 체력단련실 / 자원봉사센타
치매지원센터
사무실 / 다목적공간(소강당)

Ⅲ. 그간의 추진사항
•2007. 05. 28 : 구청사 증축 계획 수립
•2007. 09. 13 : 서울시 투자 심사 심의
•2008. 11. 17 : 구청사 증축 설계 완료
•2009. 02. 18 : 구청사 증축공사 발주
•2009. 04. 10 : 구청사 증축공사 착공
•2009. 09. 29 : 구청사 증축공사 변경계획 수립
•2009. 09. 30 : 구청사 증축공사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의뢰

Ⅳ. 향후계획
•2011. 06월 : 구청사 증축공사 준공

Ⅴ. 기대효과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로 직원 근무환경개선
•통합민원실 설치로 민원편의 제고
•치매지원센터 등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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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청사전경

본관

보건소

별관

조감도
본관

증축동
(청사후면)
별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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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하계2동 어린이집』신축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하계2동 273-2(하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규

모 : 대지면적 911㎡, 연면적 494㎡(북카페 포함), 지상 3층

•추진기간 : 2008. 11월 ∼ 2010. 03월
•소요예산 : 1,042백만원(국 213, 시 114, 구 715)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8. 09. 16 : 구립하계2동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하계2동주민자치센터 증축방침
•2009. 01. 21 : 설계용역 시행
•2009. 06. 19 : 설계용역 준공
•2009. 07. 27 : 공사 착공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건물 준공
•2010. 03월 : 신학기 개원예정

Ⅳ. 기대효과
•중현초등학교에 임시로 설치한 한내어린이집을 폐지하고 대체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 하계2동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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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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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계5동 어린이집』신축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상계5동 439-18, 20(2필지)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436㎡, 연면적 892㎡)

•소요예산 : 3,529백만원(국198, 시 99, 구 3,232)
(부지매입비 1,866, 건축비 1,603, 기자재구입비 60)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8. 10. 13 :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 부지 매입 방침
•2009. 02. 12 :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상계동 439-18, 20)
•2009. 02. 17 : 2009. 1차 추경 반영(420백만원 증액)
•2009. 09월 ∼ 11월 : 매입협의(실패 - 감정평가보다 높은 가격 요구)

Ⅲ. 향후 추진계획
•부지 매입 후 예산(신축 또는 리모델링비) 확보

Ⅳ. 문제점 및 대책
•호가와 감정평가 차이로 부지(건물)매입 어려움
•해당 건물 점포의 임대차 계약 연장(2년)으로 세입자 이전 불응
•매도자와 감평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 추진
•상계 5동 관내 보육수요대비 보육 공급율이 상회(150%)하므로 다각적인 대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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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439 -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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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계8동 어린이집』건립
Ⅰ. 사업개요
•위

치 : 상계8동 624(상계주공15단지 관리동 내)

•건축규모 : 지상 2층, 연면적 397㎡
•추진기간 : 2009. 09월 ∼ 2010. 05월
•소요예산 : 700백만원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8. 09. 12 : 구립 상계8동 어린이집 신축 방침
•2009. 09. 17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리동 내 설치 확보(리모델링 등)
•2009. 12. 16 : 구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공무원관리공단과 협약 체결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임대차(전세)계약 및 보육시설 설치 관련 용도변경
•2010. 02월 ∼ 05월 : 설계 및 공사
•2010. 05월 : 개원

Ⅳ. 기대효과
•상계8동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
증진 및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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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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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공릉동 NIT미래산업기술단지」조성
❷「공릉동 도깨비시장」현대화
❸「월계지역 송전선로」지중화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1.『공릉동 NIT미래산업기술단지』조성
Ⅰ. 사업현황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172번지 일대

•사업시행 : (재)서울테크노파크
•참여기관 : 서울市, 서울산업대, 한국전력, 한국원자력의학원, (재)서울테크노파크
•사업기간 : 2005년 ∼ 2014년 (10년)
- 1단계(2005 ∼ 2008)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 2단계(2009 ∼ 2014) : 한국전력공사·한국원자력의학원 참여
•부지면적 : 173,672㎡ (52,535평)
- 산업대학교 88,215㎡, 한국전력 54,510㎡, 원자력의학연구원 30,947㎡
•사 업 비 : 4,951억원 (현금 2,701억원, 현물 2,250억원)

Ⅱ. 그간의 추진사항[1단계 사업]
•2005. 09월 : 산업기술단지 지정(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005. 11월 : NIT미래산업기술단지 조성 협약(서울市 등 5개 기관 참여)
•2006. 08월 ∼ 2008. 12월 : 연구본부동 및 FAB(청정실)동 완공[1단계 완료]
- NIT , 바이오, 디자인 등 50개 업체 입주 완료 및 NIT 연합대학(15개 대학) 운영

Ⅲ. 향후 추진계획[2단계 사업]
•(재)서울테크노파크 : 기업연구동 유치 및 건립
•한국원자력의학원 : 나노, 바이오, 메디신 관련 연구센터 운영
•한국전력공사 :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 건립<이사회 통과, 2009. 11. 19>

Ⅳ. 한전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 건립계획
•건립규모 : 연건축면적 23,000㎡
•소 요 액 : 480억원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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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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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의학원
한국전력
참여부지 B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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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릉동 도깨비 시장』현대화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566-20 외 27 필지

•사업규모 : 아케이드 설치면적 2,426㎡(도로폭 6~8m, 연장 377m)
(전기·통신·소방시설·간판정비·도로포장 등)
•사 업 비 : 2,550백만원 (국비 1,530, 시비 536, 구비 229, 민자 자부담 255)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7. 06. 15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서울시)
•2008. 09. 22 : 배전선로 지중화 요구 (노원구⇨한전북부지점)
•2008. 11. 10 : 시설현대화사업 발주계획 수립(노원구)
•2009. 02월 : 설계용역 발주
•2009. 07월 : 설계용역 완료
•2009. 09월 : 공사발주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4월 : 공사완료

Ⅳ.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동일로변 시장입구 건물주(1동)가 증축불편 등 사유로 민사소송 제기
•대 책 :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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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계지역 송전선로』지중화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변전소(월계동 산108-13) ∼ 월계동 산73
•규 모 : 철탑 7기 철거(지중화 구간 약 1.0㎞)
•사업비 : 약 179억원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7. 04. 04 : 월계지역 지중화 촉구 집단민원(2271명) 접수
•2007. 05. 14 : 한국전력에 철탑부지 공식 제기 및 사업 조기추진 촉구
•2007. 06. 05 : 철탑부지 현장조사 실시(한전, 노원구 합동) ⇨ 적합 판정
•2007. 07. 27 : 월계지역 건폐율(약 18%)등이 지중화 우선요건에 미달하자,
사업비의 1/2 이상분담 요구로 입장선회
•2007. 08. 30 : 한국전력에 불합리한 규정 개선 요구
※ 효과 : 건폐율 상향(18.6% ⇨ 25%)으로 심의대상에 포함
•2008. 01. 10 : 한국전력에서 해당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가능여부 조회
•2008. 01. 28 : 한국전력에 도시계획입안이 가능함을 통보
•2008. 05. 09 : 월계지역 지중화 기본안 사업소 심의 통과
•2008. 05. 28 : 한전 본사 방문 협의
•2008. 07. 03 : 월계지역 지중화 심의‘조건부 가결’
(한전 본사)
[조건] 우리구와 지원 협의 및 공사비 절감 공법 강구
•2008. 07. 29 : 한국전력에서 우리 구 지원계획 조회
•2008. 10. 08 : 지원내용 회신 ⇨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및 각종 행정력 지원

Ⅲ. 현재 진행상황(문제점)
•2008. 08월 취임한 한전 사장의 예산사업 재검토 지시와 신규 지중화사업 전면중단
방침에 따른 월계지역 지중화사업 전면 보류
※ 사유 : 전력요금 인상 억제, 환율 및 원자재 값 인상에 따른 경영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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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한전의 경영여건 호전에 대비하여, 월계지역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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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❾「공릉동 고층 주상복합건물」건립
❿「공릉동 24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중계동 제일주택 재건축」사업
「상계1동 상일주택 재건축」사업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1.『상계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Ⅰ. 사업개요
❶ 지정현황
위 치

상계3·4동 일대

면

적

647,578㎡
(195,891평)

세대수

인구수

건물수

8,938세대

22,691명

2,737동

❷ 사업계획
•건립계획 : 촉진구역 6개소, 아파트 8,621세대 신축 건립
※ 성림아파트 240세대 및 건영아파트 87세대는 존치
•용적률 및 층수 : 196 ~ 294%(평균 230%), 2 ~ 40층
•공공시설 : 학교(초 2, 중·고 1), 공원 8, 문화복지시설 1개소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5. 12. 16 :『상계뉴타운지구』지정고시
•2006. 10. 19 : 특별법에 의한‘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2008. 01. 18 : 주민공청회 개최
•2008. 09. 11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08. 11월 ~ 12월 : 상계1·3·4·5·6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9. 01월 ~ 06월 : 상계4·5·6구역 조합설립인가
•2009. 03월 ~ 11월 : 상계1·2·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승인
•2009. 04. 25 : 상계4구역 시공사 선정(대우건설)
•2009. 05. 28 : 상계5구역 시행방식전환 완료 고시
•2009. 11. 09 :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신청
•2009. 12. 06 : 상계5구역 시공사 선정(현대산업개발, 코오롱, 두산 공동시행자)
•2009. 12. 07 :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신청
•2009. 12. 30 : 상계3구역 사업시행방식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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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 상계1,2,3구역 사업시행방식전환 및 조합설립인가
• 각 구역별 역세권주택공급확대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16. 12월 : 재정비촉진사업 완료 예정

구역도 및 진행단계(요약)
진행단계

해당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상계1구역( ’
08.12.29)
상계2구역( ’
09.08.24)
상계3구역( ’
08.12.30)

조합설립
인가

상계4구역( ’
09.01.22)
상계5구역( ’
09.06.23)
상계6구역( ’
09.06.05)

시공사선정

상계4구역( ’
09.04.25)
상계5구역( ’
09.12.06)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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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Ⅰ. 사업개요
❶ 구역현황
위 치

면

중계본동
30-3번지일대

적

190,317㎡

세대수

인구수

건물수

1,194세대

3,546명

1,170동

❷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 : 택지 137,722㎡(72.4%), 공원 31,778㎡(16.7%)
도로 15,152㎡(8.0%), 학교 5,665㎡(3%)
•건축규모 : 42동 6 ~ 20층(평균층수 14층) 2,758세대(임대 1,297세대 포함)
•용 적 률 : 200%이내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6. 12. 20 :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요청
•2008. 01. 03 :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2008. 04. 24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
•2009. 05. 21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변경 결정고시
•2009. 05. 28 :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2009. 06. 11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09. 07 : 현상설계경기 공모 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2010. 09월 : 현상설계 당선작 발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각종영향평가
•2010. 12월 : 사업시행인가
•2011. 12월 : 관리처분계획인가
•2014. 12월 : 공사 준공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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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계4구역(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Ⅰ. 사업개요
❶ 구역현황
위 치

월계동 672번지
일대

면

적

23,525.6㎡

세대수

인구수

건물수

175세대

490명

60동

❷ 정비계획(안)
•토지이용계획 : 택지 19,136㎡(81.4%), 기반시설 4,389.6㎡(18.6%)
•건축규모 : 10개동 5~9층(평균층수 7층) 316세대(임대 55세대 포함)
•건폐율 / 용적률 : 34.9% / 177.26%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4. 03. 06 : 월계4구역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2004. 06. 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층수 7층이하, 용적율 170%이하, 건폐율 60%이하)
•2008. 01. 28 : 정비구역 지정(용도지역 변경 포함) 제안 신청
•2008. 06. 18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요청
•2009. 03. 0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2009. 07. 0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2009. 09. 03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
•2009. 10. 29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9. 12. 29 :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2009. 02. 29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Ⅲ. 향후 추진일정
•2010. 02월 : 조합설립

•2010. 03월 : 시공사 선정

•2010. 10월 : 사업시행 인가

•2011. 08월 :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2. 01월 : 이주완료 및 철거·공사착공 •2014. 12월 :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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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계동 광역재건축』사업
Ⅰ. 사업개요
•위

치 : 월계동 436번지 일대
(동신아파트, 동신빌라, 삼창아파트, 재해관리구역)

•사업면적 : 102,173㎡
•규

모 : 지하2층, 지상10층 ~ 36층, 아파트 20개동 1,900세대
(분양 1,671세대, 임대 229세대)

•건폐율 / 용적률 : 17.23% / 246.00%(임대포함 275.88%)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8. 02월 ~ 08월 : 광역재건축 개발계획 검토
•2008. 09. 02 : 광역재건축개발계획 수립
•2008. 11. 13 : 삼창아파트 안전진단신청(예비진단 - 유지보수 판정)
•2009. 12월 : 성북·석계신경제문화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종합계획수립 용역
(서울시)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삼창아파트 안전진단 재신청
•2010. 09월 :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

Ⅳ. 추진상 문제점
•사업추진 진행이 빠른 단지는 개별 선 진행을 원함.
•단지별 권리가액 산정방식 등 이해관계의 다툼이 발생시 사업추진 장기화 및 동의서
징구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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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사업
Ⅰ. 사업개요
•위

치 : 월계동 633-31 일대

•대지면적 : 43,383㎡
•규

모 : 지하2층, 지상14 ~ 30층, 아파트 7개동 745세대
(분양 631세대, 임대 114세대)

•건폐율 / 용적률 : 24.30% (상가제외 18.02%) / 243.80%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6. 06. 02 : 추진위원회승인
•2008. 03. 06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8. 08. 08 : 조합설립인가
•2009. 04. 11 : 시공사 선정(현대산업개발)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4월 : 정비구역변경지정
•2010. 07월 : 사업시행인가

Ⅳ. 추진상 문제점
•상가 소유자들이 주 수입원인 상가임대료 등을 못 받게 될 것을 예상, 극렬히 반대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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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계동 새성북연립 재건축』사업
Ⅰ. 사업개요
•위

치 : 월계동 382-15외 13필지

•사업면적 : 2,753㎡
•규

모 : 지하1층, 지상11층, 아파트 1개동 58세대

•건폐율 / 용적률 : 32.18% / 229.67%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3. 05. 20 : 조합설립인가
•2003. 06. 27 : 사업계획승인
•2008. 12. 12 : 사업계획변경승인
•2009. 01. 08 : 착공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6월 : 입주자 모집공고
•2011. 12월 : 사용승인 및 입주

Ⅳ. 추진상 문제점
•현재 시공사인 동원건설은 자금력 부족으로 부도처리 되어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조합측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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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계동 벼루마을 재건축』사업
Ⅰ. 사업개요
•위

치 : 월계동 531번지 일대

•사업면적 : 26,995㎡
•규

모 : 지하2층, 지상21층, 아파트 4개동 465세대(분양 388세대, 임대 77세대)

•건폐율 / 용적률 : 15.65% / 236.87%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6. 09. 15 : 추진위원회승인
•2008. 12. 04 : 정비구역지정
•2009. 03. 24 : 조합설립인가
•2009. 07. 11 : 시공사 선정(SK건설)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정비구역변경지정
•2010. 05월 :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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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사업면적 : 66,434㎡
•규

모 : 지하3층 / 지상14 ~ 25층 아파트 9개동 935세대
(조합·일반 : 797세대, 임대 : 138세대)

•건폐율 / 용적률 : 21.09％ / 214.63％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3. 12. 23 : 추진위원회승인
•2005. 01. 31 : 구역지정 고시
•2007. 01. 31 : 조합설립인가
•2008. 02. 05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
•2008. 03. 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2008. 10. 09 : 사업시행인가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5월 : 정비구역변경 지정

Ⅳ. 문 제 점
•태릉현대아파트 단지내 빌라와 토지분할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함에 따라 현대빌라를
포함하는 정비구역변경이 필요함
•현대빌라를 포함하는 정비구역변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할 예정이
나 서울시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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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릉동 고층 주상복합건물』건립
Ⅰ. 사업개요
규 모

위 치

공릉동
670-5 일대

대지

건물

5,309.4㎡

•54,608㎡
•5층/36층(120m)
•용적율 587.78%

건물용도

도시계획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일반상업지역,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 69.97%, 비주거 30.03%)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8. 10. 21 :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 제안서 접수(SG엔터프라이스)
•2008. 12. 23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2009. 01. 05 :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 제안서 상정 (區⇨市)
•2009. 03. 18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2009. 04. 01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고층건물과 주변의 부조화)
•2009. 05. 20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지구중심 위계 및 일반상업지역임을 감안 주거용도(오피스텔 포함) 50% 미만 적용시
최고높이 180m이하로 할 것. 다만 주거용도(오피스텔 포함)를 70% 이하의 범위에
서 완화시 최고높이를 120m이하로 할 것.
- 향후 최고높이 변경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 할 것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 높이 72m⇨120m, 주거비율 70%미만, 기타

Ⅳ. 기대효과
•북부지원 이전을 대비한 지역상권 유지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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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릉동 24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40번지 일대

•사업면적 : 26,873㎡
•규

모 : 지하2층 / 지상14~20층 아파트 7개동 438세대

•건폐율 / 용적률 : 21.66％ / 234.82％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6. 03. 23 : 기본계획수립 고시
•2006. 07. 18 : 추진위원회 승인
•2008. 12. 12 : 정비구역지정 신청(진행중)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정비구역지정

Ⅳ. 문 제 점
•다수의 상가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수입 감소, 재건축 분담금 과다 등의 사유
로 재건축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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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중계동 제일주택』재건축
Ⅰ. 사업개요
•위

치 : 중계동 156-11 일대

•구역면적 : 18,062㎡(대지면적 12,468㎡ - 제3종일반주거지역)
•규

모 : 지하2층 / 지상14~26층, 아파트 4개동 274세대(분양 227, 임대 47)

•건폐율 / 용적률 : 21.28％ / 228.31％

Ⅱ. 그간의 추진사항
•1997. 09. 13 : 조합설립인가
•2006. 01. 26 : 사업시행인가
•2007. 10. 01 : 관리처분인가
•2008. 06. 20 : 시공사 선정(한화건설)
•2008. 07. 24 : 정비구역지정
•2008. 08. 20 :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09. 07 :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Ⅲ. 문제점
•삼창빌라 조합원들이 당초 선정된 시공사 변경 요구
•제일주택과 삼창빌라 조합원의 부담금 차이로 양측간 마찰

Ⅳ.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정비구역 변경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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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상계1동 상일주택 재건축』사업
Ⅰ. 사업개요
•위치면적 : 상계1동 1048-1번지 일대
•사업면적 : 23,108㎡
•사업규모 : 15 ~ 18층 아파트 4개동 360세대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6. 10. 12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8. 08. 25 : 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
•2009. 03. 02 : 기관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2009. 07. 16 : 정비구역 지정

Ⅲ. 향후계획
•2010. 01월 ~ 06월 : 조합설립 인가

Ⅳ. 기대효과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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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
Ⅰ. 사업개요
•위

치 : 상계10동 677번지 일대

•사업면적 : 45,031㎡
•규

모 : 지하2층 ~ 지상35층 아파트 11개동 991세대

•기

간 : 2009년 ~ 2014년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3. 12. 30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4. 05. 20 : 안전진단실시(판정 : 재건축)
•2009. 01. 29 : 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진행중)

Ⅲ. 향후계획
•2010 .06월 ~ 12월 : 정비구역지정 예정

Ⅳ. 기대효과
•노후·불량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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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 w. n o w o n . k r
❶「지하철4호선」연장 및「창동차량기지」이전
❷ 도봉운전면허시험장「폴라리스시티」조성
❸「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조성
❹「경전철」건설
❺「동부간선도로」확장
❻「월계로~창동길」도로개설
❼「성북역~월계로」도로개설
❽「상계로~수양버들3길」도로개설
❾「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
❿「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중계동 디자인서울거리」조성
「당현천근린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상계5동 공동주차장 주차면」증설
「서울산업대 주변 특화거리」조성
「계상초등학교 방음벽」교체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시설」설치 공사
「섬밭길 자전거 전용도로」조성
「섬밭길 자전거대여소」건립
「광운교」재설치
「공릉길 가로등」개량
(21)「지하철4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추진 검토
(22)「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추가 설치
(23)「서울 남북3축 지하도로」건설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1.『지하철4호선』
연장 및『창동차량기지』이전
Ⅰ. 창동차량기지 및 진접선 개요
❶ 지하철 4호선 및 창동차량기지 현황
구

분

지하철
4호선

구 간

거리

당고개~
남태령

31.7km

위치

상계동
820번지
일대

창동차량기지
면적

179,578㎡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
도시철도(차고),
송전시설

비 고

과천선,
안산선과
연결

❷ 노선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안)
•연장구간 : 당고개역(종점) ⇨ 남양주시 팔야리택지개발지구 [17.4㎞]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 팔야리택지개발지구 인근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6. 07. 28 : 지하철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건의(區⇨市)
•2006. 12. 14 : 남양주시와 공동협약서체결 및 실무협의회 구성
•2007. 03. 15 : 지하철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2007. 10. 04 : 진접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반영 건의(市⇨국토해양부)
•2007. 12. 04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2008. 11. 05 : 지하철4호선 연장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노원구청장·노원병 홍정욱 국회의원, 남양주시장·남양주 박기춘 국회의원)
•2009. 06. 09 : 서울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서울시)
•2009. 06. 25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용역 시행(서울시)
- 기간 : 2009. 07월 ~ 2010. 02월(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08. 07 :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건의(경기도 ⇨ 국토해양부) 및 2010년
진접택지개발사업 조기추진 예정 통보(남양주시 ⇨ 노원구)
•2009. 11. 05 : 진접선 20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확정(기획재정부)
•2009. 12. 22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2009. 12월 ~ 2010.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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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추진계획
•2010년 : 예비타당성조사

•2011년 : 기본계획

•2012년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3년 : 사업시행

현황사진

창동차량기지

개발조감도

(동북CBD 및 창동차량기지)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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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봉운전면허시험장『폴라리스시티』조성
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현황
위 치

상계동
611번지 일대

면

적

18필지 67,420㎡
(20,394평)

건

물

6,754㎡
(2,044평)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

※ 소유권 : 67,420㎡ 중 경찰청 14,849㎡(73%), 서울시 3,651㎡(18%), 노원구 1,894㎡(9%)

Ⅱ. 추진일정
•2006. 06. 14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요청 (구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2006. 08. 22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방문 이전 협의 면담 (구청장)
•2008. 07. 28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촉구 건의(구 ⇨ 경찰청)
•2008. 09. 30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구청장 간담회
- 면허시험장 개발계획 원칙적 합의 및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 공동참여
- 대체부지 확보 가능시 이전 동의, 확보 불가능시 현부지 축소 동의
•2008. 10. 16 : 관련기관 실무협의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현부지 축소시 12,000평 이상 확보 요구
- 노 원 구 : 부지활용 연구용역에서 최적면적 검토후 추후 협의
•2008. 10. 20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및 부지활용방안 학술연구 용역 시행
•2008. 12. 02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위원회 면허시험관리단 방문
- 이전 서명 43만명부 전달
•2008. 12. 17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진 구청 및 현장방문
- 국가 아젠다 채택 건의
•2009. 05. 19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방문 협의(부구청장)
•2009. 06. 09 : 서울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서울시)
•2009. 07. 17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재배치 기본설계 용역 시행
•2009. 08. 18 : 구청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및 관련부서 방문
-「폴라리스 시티」조성관련 건의
•2009. 08. 21 : 부구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방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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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 21 :「폴라리스 시티」조성관련 서울시 도시계획과 건의
•2009. 10. 22 ∼ 현재 : 창동·상계 전략적 개발 T/F팀 구성 및 운영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재배치 및 부지개발관련 사업추진 논의
•2010. 01월 : 개발면적 확정 중(노원구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Ⅲ. 향후 추진방안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 상업지역(업무지구)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
•공공 개발사업으로 추진(SH)
•면허시험장의 적정면적 축소후 과잉 점유 토지는 서울시 소유 토지와 상호 맞교환
•서울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Land Mark 시설물 건립 및 상업, 업무, 컨벤션 센타 등
의 시설 우선 유치
▶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공항터미널, 멀티플렉스, 공연장, 주거·상업 및 복합업무시설 등

현황사진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67,420㎡
(20,394평)

창동차량기지
179,578㎡
(54,322평)

경계토지
1,807㎡
(546평)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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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조성
Ⅰ. 사업목적
•동북권 르네상스 및 신도시계획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시화
•민관 상생의 협력적 도시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Ⅱ. 현 황
•범

위 : 성북·석계역 주변지역

•면

적 : 약 1,913,000㎡(578,680坪)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Ⅲ. 주요 추진내용
•2009. 06. 04 : 신도시계획 사전협상제안 타당성 평가결과 발표
- 조건부 협상 : 성북역사, 성북역세권
•2009. 06. 09 :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성북·석계 제2경제거점 선정)
•2009. 08. 20 :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 추진 방침
•2009. 09. 07 : 지역종합계획 수립 협약서 체결(서울시, 노원구, 코레일)
•2009. 09. 15 : 지역종합계획 수립 합동전담팀 구성·운영 방침
(서울시, 노원구, SH공사, 코레일)
•2009. 10. 21 : 지역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2009. 12월 : 지역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Ⅳ. 향후 추진일정
•2010. 07월 : 성북역세권·민자역사 개발 신도시계획 사전협의 완료
•2010. 09월 : 지역종합계획수립 용역 준공 및 단계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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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조감도
민자역사 건립(안)

성북·석계역세권 복합개발(안)

-복합민자역사(30층)

-주거·문화·업무·상업 복합건물(50층)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

99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4.『경전철』건설
Ⅰ. 사업개요
•수행주체 및 추진방식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노 선 명 : 서울 동북선
•노선구간 : 중계동~하계역~월계역~고려대역~제기역~왕십리
•노선연장 : 12.34km
•사업비용 : 11,447억원
•민간제안노선 개요
- 제 안 자 : 동북뉴타운 신교통주식회사(가칭)
-노

선 : 은행사거리~왕십리(12.7km, 11개 정류소)

- 총사업비 : 8,211억(건설기간 2010년 ~2014년)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6. 07. 07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시 우리구 노선 건의
•2007. 03. 08 : 대안별 노선 건의 (노원구⇨서울시)
•2007. 05. 07 : 구 경전철 사업 추진지원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2007. 05. 23 : 동북C-4노선 5개구(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공동건의
•2007. 06. 26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 결정
•2008. 04. 03 : 도시철도 민자사업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서울시)
•2008. 04. 21 : 용인시 경전철 건설현장 방문(구청장외 40명)
•2008. 06. 18 : 경전철 중계역세권 종합개발 사업방안 제출(노원구⇨서울시)
•2008. 11. 26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 고시(국토해양부)
•2008. 11. 26 :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시⇨노원구)
•2008. 12. 10 :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 회신(노원구⇨서울시)
- 상계역까지 노선연장, 1호선 월계역과의 환승 검토, 중계역세권 차량기지 복합화 방
안요청,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동북선과 동일한 14개 정거장 계획 수립
요청
•2009. 01. 14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PIMAC 검토의뢰 (市⇨PI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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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 05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PIMAC 검토완료 (PIMAC⇨市)
•2009. 12월 현재 : 제3자 제안 공고문 사전검토 의뢰 중(市⇨PIMAC)

Ⅲ. 향후 추진계획
•2010년 : 제3자 모집공고 및 사업 대상자 지정
•2011년 : 실시계획(실시설계 포함) 승인 및 사업 시행

Ⅳ. 문제점 및 대처방안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총 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총 건설기간
의 1년 이내의 조정, 총 건설비의 100분의 10이내의 경미한 변경은 가능하므로, 서울
시에서 제3자 모집공고시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노선연장을 수정 제안할 수 있
도록 기 건의
(은행사거리 - 610m - 차량기지 - 380m - 삿갓봉근린공원 - 340m - 상계역)

노선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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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부간선도로』확장
Ⅰ. 사업개요
•구

간 : 월계 삼호Ⓐ ~ 의정부 시계 (연장 6.85㎞)

- 서울시 구간 : 서울시 월계1교(삼호아파트) ~ 녹천교, 연장 1.4km
- 광 역 구 간 : 서울시 녹천교 ~ 경기도 의정부 시계, 연장 5.45km
•사업기간 : 1999. 12월 ~ 2012. 12월(설계기간 : 2004. 09월 ~ 2007. 08월)
•총사업비 : 3,155억원 (광역도로 2,265억원, 서울시도로 890억원)
•서울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2009.06.09)

Ⅱ. 공사 추진현황
【서울시 도로】
•1공구 : 공사중
-위

치 : 삼호아파트 ~ 녹천교

-규

모 : 도로확장 폭 4 ⇨ 6차로, 연장 1.4km

- 총사업비 : 890억원 (2007년 : 200억원, 2008년 : 50억원)
- 시 공 사 : 풍산건설(주)
- 공사내용 : 월계교(월계동, 하계동) 진출램프 확장(2009. 07. 03 개통)
【 광역도로 】
•2공구 : 공사중
-위

치 : 녹천교 ~ 상계8동 주공 16단지

-규

모 : 도로확장 4차로 ⇨ 6차로, 연장 3.2km

- 총사업비 : 1,471억원
- 시 공 사 : 한라건설(주)
- 공사내용 : 마들길 주변 가로수 및 지장수목이식, 지장물(상수도) 이설
•3공구 : 공사중
-위

치 : 상계8동 주공 16단지 ~ 의정부시계

-규

모 : 도로확장 4차로 ⇨ 6차로, 연장 2.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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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794억원
- 시 공 사 : 남진건설(주)
- 공사내용 : 상도지하차도 설치, 수락고가차도 보강보수완료, 상일보도육교 재설치

Ⅲ. 연도별 사업예산 현황
구

분

총사업비

시도구간

연도별 투자계획
2009년
2010년

2007년

2008년

3,178

350

150

300

383

1,995

소계

2,288

200

100

300

300

1,388

국비

1,144

100

50

150

150

694

시비

1,144

100

50

150

150

694

시비

890

150

50

-

83

607

계
광역
도로
구간

(단위 : 억원)
추후

Ⅳ. 향후 추진계획
•2012. 12월 : 공사완료 예정

Ⅴ. 기대효과
•교통상습정체구간의 해소 및 중랑천변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위치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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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계로~창동길』도로개설
Ⅰ. 사업개요
•위

치 : 월계로~창동길 (청백아파트~창동길)

•규

모 : 도로개설 폭 25m, 연장 1,140m

•사 업 비 : 31,000백만원(2010년도 반영액 542백만원)
•사업기간 : 2008. 01월 ~ 2011. 12월

Ⅱ. 추진현황
•1971. 04. 0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건고시제198호】
•2008. 06월 ~ 2009. 03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8. 10. 28 : 도로개설노선 협의(주민의견수렴)
- 당초 : 월계동 청백아파트 ⇔ 창동길 (창동 주공4단지)
- 변경(서울시안) : 월계동 청백아파트 ⇔ 창동길 (도봉정보도서관)
•2009. 06. 17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2009. 10. 29 :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 주민설명회 개최(월계2동 주민센터)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공
•2010. 07월 ~ 2011. 12월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

Ⅳ. 기대효과
•단절된 도로 연결로 교통소통 원활
•성북역 ~ 월계로간 도로와 연결하여 노원과 도봉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축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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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당초계획(안)

변경계획(안)

주민의견(안)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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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북역~월계로』도로개설
Ⅰ. 사업개요
•위

치 : 성북역~월계로

•규

모 : 도로개설 폭 20m, 연장 755m(터널 320m)

•사 업 비 : 539억원(공사 307억원, 보상 232억원)
•사업기간 : 2008. 01월 ~ 2011. 12월

Ⅱ. 추진현황
•1998. 03. 17 : 도시계획도로결정(서울시고시 제1998-72)
•2002. 04월 ~ 2003. 06월 :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8. 04월 ~ 2009. 07월 : 기본 및 실시설계
•2008. 12. 23 : 설계용역 자문회의

터널

- 노선변경 : 성북역 ⇔ 성북주유소 ⇔ 월계로
※ 기존 도로계획선 변경 결정(성북주유소 ⇔ 월계로 구간)
- 도로 폭 10m ⇨ 12m로 확장하여 철로변 정비(연장 500m)

•2009. 06. 18 :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월계1동 주민센터)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2011. 12월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보상 및 공사시행

Ⅳ. 기대효과
•성북역 ~ 월계로간 병목을 해소, 지역 교통불편사항 개선
•성북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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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도로정비
B=12~15M

터 널
B=20M, L=430M
도로개설
B=20M, L=340M

현황사진

기존 도시계획도로 정비

터널시점 :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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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상계로~수양버들3길』도로개설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상계2동 386-13

•규

모 : 도로개설 폭4m, 연장14m

•사 업 비 : 400백만원(공사비 30, 보상 370)
•사업기간 : 2010. 06월 ~ 09월

Ⅱ. 추진현황
•2009. 10. 09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요청
•2009. 10.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2009. 11.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9. 11. 26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2010. 03월 ~ 05월 : 토지보상
•2010. 06월 ~ 09월 : 공사시행

Ⅳ. 기대효과
•단절된 상계동 386-13호 구간에 도로 개설
•안산길 ~ 수양버들3길 ~ 상계로를 연결하는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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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현황사진

전면부

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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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
Ⅰ. 사업개요
•구

간 : 동일로 상계백병원 ~ 중계근린공원 교차로

•규

모 : 폭 5m, 연장 900m(양방향)

•기

간 : 2010. 01월 ~ 2010. 12월

•공사내역
- 보도포장 : A = 81a(소형고압블럭 ⇨ 화강판석)
- 가로등 개량 : 100본
-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
- 건축후퇴부분 정비 등
•사업예산 : 1,680백만원[시비 1,176(70%), 구비 504(30%)]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9. 05. 20 :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계획서 제출(구 ⇨ 시)
•2009. 12. 22 : 서울거리 르네상스 예산 확정통보(시 ⇨ 구)

Ⅲ. 추진계획
•2010. 01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2010. 02월 : 용역 시행
•2010. 03월 : 서울시 디자인 심의
•2010. 05월 : 용역 준공
•2010. 06월 ~ 07월 : 공사 발주 및 착공
•2010. 10월 : 공사 완료

Ⅳ. 기대효과
•우리구 중심가로인 동일로를 걷기 편리하고 쾌적한 거리로 조성
•시민고객의 행복지수 향상 및 도시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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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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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Ⅰ. 사업개요
•구

간 : 상계동 노원골(수락산역 입구 ~ 수락산 만남의 광장, 연장580m)

•기

간 : 2009. 03월 ~ 2010. 08월

•사 업 비 : 4,759백만원(시비 3,434, 구비 1,325) - 지중화사업비 포함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8. 03월 ~ 2008. 08월 : 주민설명회 개최 (5회)
•2008. 10월 ~ 2009. 0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08. 12. 22 :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2009. 03. 13 : 교통안전시설심의 승인(차도축소, 보도확장)
•2009. 04. 24 : 시인 천상병 공원 개장
•2009. 05. 29 : 한전지중화 이행협약 체결(노원구-한전)
※ 한전 분담비 50%(860백만원)에 대하여 시비 선투입후 향후 한전과 정산키로 협약함으
로써 사업중단 문제 해결

•2009. 06월 ~ 2009. 08월 : 전선지중화 착공 및 구비(8억원)범위내 1차공사 착공
- 지중화 공사비 : 1,720백만원[한전 860(50%), 市 430(25%), 區 430(25%)]
•2009. 05월 ~ 08월 : 간판개선사업 완료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08월 : 2차공사 추진

Ⅳ. 문제점 및 대책
•도로축소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구역(87면) 철거로 지역상인 불만
•공사 완료 후 거주자우선주차구역(40면) 설치 및 추가 대체 주차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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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내용
•거리 공공시설물을 통합하고 re-design하여 거리환경 업그레이드
1.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수경시설 철거 및 바닥분수 설치
•보도 및 차로 조정(보도 3m ⇨ 5m, 차도 12m ⇨ 7.5m)
•거주자우선주차구획 87면 ⇨ 40면
•게이트, 야외무대, 가로수 수종교체, 가로등 개선 등
•한전 전신주 지중화 : 가공 전주 철거 46주
2. 시인 천상병 공원 조성
•정자, 천상병 등신상, 시비(詩碑) 및 시 낭송 음향기기 설치 등
•타임캡슐 매설 : 2009. 04. 24(시인의 애용품 등 총 45종 249점 수장)
- 개봉 : 2130. 01. 29(시인 탄생 200주년)
3. 노원골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대상 : 118개소 285개 간판(4개 디자인 제작업체 공모 선정)
•보조금 지급예산 : 227백만원(시비 177, 구비 50)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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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중계동 디자인서울거리』조성
Ⅰ. 사업개요
•구

간 : 중계동 360번지 일대(은행사거리)
중계1동주민센터 ~ 유경데파트(한글비석길, 연장 530m)
청구아파트 상가 ~ 노원문화예술회관(무수동길, 연장 520m)

•내

용 : 거리환경 업그레이드(교육의 거리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병행 추진)

•기

간 : 2009. 11월 ~ 2011. 10월

•사 업 비 : 2,473백만원(시비 2,105, 구비 368) - 무수동길 미포함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9. 05. 28 :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선정
•2009. 11. 0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 20 : 중간보고회
•2010. 03. 24 : 설계용역완료
•2010. 07월 ~ 2011. 03월 : 공사발주
•2011. 10월 : 공사완료

노원 교육의 거리 조성
○ 구간 : 교육의 거리 구간을 디자인서울거리와 병행추진
○ 조성내용
•교육관련 테마거리 조성 및 상징물 설치 등 교육특화거리 조성
•교육상담센터 설치(문화예술회관내 설치)
•경전철역사 내 교육관련시설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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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 구간 : 중계1동주민센터~유경데파트(한글비석길, 연장 530m)
○ 대상 : 546업소 1,005간판
○ 방법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디자인거리에 어울리는 간판개선
○ 보조금 지급예산 : 1,092백만원(시비 700, 구비 392)

위치도

교육의 거리

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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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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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당현천근린공원 지하주차장』건설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상계6·7동 762-1

•규

모

- 부지 9,652.5㎡
- 주차장 200면(지하 2층)
•사업기간 : 2010. 02월 ~ 2012. 12월
•소요예산 : 13,433백만원(市 8,175 區 5,258)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9. 09. 09 ~ 10. 03 :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2009. 10. 14 : 서울시 투자심사
•2009. 11. 03 :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하여 세부계획 수립 후 재상정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07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2010. 07월 : 서울시 투자심사 재상정
•2010. 09월 : 실시설계
•2011. 03월 : 공사착공
•2012. 12월 : 공사준공

Ⅳ. 기대효과
•주택가 주차난 및 불법 주·정차 문제해소
•중계역 환승주차장으로 활용(중계역과 120m 거리)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간이공연장, 산책로 등)에 따른 주차수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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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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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상계5동 공동주차장』주차면 증설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상계5동 436-5

•규

모

- 부지 115㎡
- 주차장 8면 증설(기존 공동주차장 34면 ⇨ 42면)
•사업기간 : 2009. 02월 ~ 2010. 09월
•소요예산 : 646백만원(보상비 410, 공사비 236)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8. 11. 10 : 사업계획 수립
•2009. 02. 27 : 공유재산 심의
•2009. 05. 06 : 부지 소유주와 협의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03월 : 실시설계
•2010. 01월 ~ 04월 : 보상실시
•2010. 05월 : 공사착공
•2010. 09월 : 공사준공

Ⅳ. 기대효과
•차량 소유자 증가로 인한 주택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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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서울산업대 주변 특화거리』조성
Ⅰ. 사업개요
•구

간 : 공릉동 451번지 일대(산업대 주변)
서울산업대 정문 ~ 우성아파트(산업대길, 연장440m)
서울산업대 정문 ~ 공릉치안센터(공릉길, 연장500m)
공릉역 ~ 동신아파트(공릉역길, 연장490m)

•기

간 : 2009. 08월 ~ 2011. 12월

•사 업 비 : 100백만원(구비) - 설계용역비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9. 09. 16 : 서울산업대 주변 환경정비계획 수립(자치행정과)
•2009. 09월 : 정비물량 조사 및 검토(자치행정과)
•2009. 10월 ~ 2009. 12월 : 유동광고물(현수막, 압간판, 첨지류) 정비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06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0. 07월 ~ 2011. 03월 : 공사발주
•2011. 12월 : 공사완료

Ⅳ. 문제점 및 대책
•전선지중화 추진시 한국전력공사의 협조 필요
•공사비 미확보(2010년 추경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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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계상초등학교 방음벽』교체
Ⅰ. 사업개요
•위

치 : 상계5동 447-1(계상초등학교)

•규

모 : H=6m, L=234m

•사 업 비 : 600백만원
•사업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Ⅱ. 추진일정
•2010. 01월 ~ 02월 : 현장조사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2010. 02월 ~ 03월 :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
•2010. 04월 ~ 07월 : 용역 발주 및 준공
•2010. 08월 : 공사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2010. 09월 : 계약 및 착공
•2010. 09월 ~ 12월 : 공사시행 및 준공

Ⅲ. 기대효과
•쾌적하고 정온화 된 가로환경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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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시설』설치
Ⅰ. 사업개요
•위

치 : 중랑천 자전거도로 월계동쪽(월계1교 ~ 월릉교) 2.5Km

•규

모 : 가로등 설치 71본, 기타 부대공사 1식

•사 업 비 : 300백만원
•사업기간 : 2010. 01월 ~ 2010. 06월

Ⅱ. 그간의 추진현황
•2009. 06월 :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계획(구청장 방침)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공사설계 및 발주
•2010. 02월 : 공사계약 및 착공
•2010. 06월 : 공사준공

Ⅳ. 기대효과
•밝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이용주민들에게 안락한 휴식처 제공과 체력증진에
기여
•야간 자전거도로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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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섬밭길 자전거 전용도로』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섬밭길(공릉1·3동 화랑로 ~ 한천교간)

•사업규모 : 양측일방 B=1.1m, L=1,770m
•사업기간 : 2010. 02월 ~ 2009. 06월
•소요예산 : 860백만원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9. 06. 19 : 자전거도로 설계용역 완료
•2009. 07. 24 : 규제심의완료(서울지방경찰청)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공사발주 및 착공
•2009. 06월 : 공사준공

Ⅳ. 기대효과
•중랑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대
•타 지역에 비해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한 공릉지역에 조성함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자전거 정책 도모

126 | 분야별 사업현황

위치도

섬밭길 자전거전용도로

현황사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

127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18.『섬밭길 자전거대여소』건립
Ⅰ. 사업개요
•위

치 : 공릉1·3동 한천가로공원내

•면

적 : A=70㎡ (B=7m, L=10m)

•규

모 : 대여소건물 1동 신축 및 대여자전거 50대 비치

•사업기간 : 2009. 02월 ~ 06월
•소요예산 : 106백만원 (설계비8, 공사비86, 자전거구매12)

Ⅱ. 추진일정
•2010. 02월 : 실시설계
•2010. 03월 : 공사발주
•2010. 06월 : 준공

Ⅲ. 기대효과
•중랑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대
•타 지역에 비해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한 공릉지역에 건립함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자
전거 정책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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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광운교』재설치
Ⅰ. 사업개요
•위

치 : 월계동 508번지 주변(구 508교)

•규

모

교량재설치 : 폭20m, 연장44m(기존교량 : 폭10m, 연장38m)
하천시설물 보축 1식

•사 업 비 : 5,541백만원
【공사비 5,410, 폐기물 131】
•사업기간 : 2007. 12. 31 ~ 2010. 01. 31

Ⅱ. 추진현황
•2007. 12. 31 : 월계 508교 재설치공사 착공
•2008. 06. 30 : 가설교량 설치 및 차선, 신호등 이설 공사 완료
•2008. 07. 20 : 가설교량 개통 및 기존교량 철거
•2008. 10. 30 : 차집관로 및 하수박스 이설 완료
•2009. 05. 30 : 성북측 교대 및 교각 시공 중
•2009. 09. 30 : 노원측 교대 및 슬래브 레미콘 타설 완료
•2009. 12월 : 반복개 옹벽(1단계) 시공완료, 반복개옹벽(2단계) 시공중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한천로 및 우이길 포장 후 공사 준공

Ⅳ. 기대효과
•교량폭 확장으로 지역교통난 해소
•교량형고를 높이고 하천 단면을 확폭함으로서 우이천의 항구적인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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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공릉길 가로등』개량
Ⅰ. 사업개요
•위

치 : 공릉길(서울산업대 앞 ~ 한글비석길)

•규

모 : 가로등 설치 60본, 기타 부대공사 1식

•사 업 비 : 300백만원
•사업기간 : 2010. 02월 ~ 2010. 10월

Ⅱ. 추진현황
•2008. 10월 : 노선별 가로등 밝기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구청장 방침)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공사설계 및 발주
•2010. 03월 : 공사계약 및 착공
•2010. 10월 : 공사준공

Ⅳ. 기대효과
•도로조명을 밝기 기준에 맞게 향상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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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지하철4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추진 검토
Ⅰ. 지상철 현황
구

간

지하철 4호선
창동∼당고개

연

장

4.3㎞
(노원 3.4㎞
/도봉 0.9㎞)

역 사 수

소요예산

4개소
(창동∼노원∼상계∼당고개)

5,600억
(㎞당 1,300억)

비

고

'85.10월 개통

Ⅱ. 지하화 및 우선개발의 당위성
•장기 집단민원 우선 해소 차원에서 지상철 최우선 지하화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개발과 연계추진으로 토지의 효율성 제고
•당현천 1단계(중랑천`∼`상계역) 정비사업에 이어 2단계(상계역∼동막골) 복원사업을
통한 상계3·4동 일대(뉴타운) 생태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지상철의 지하화 선행 필수
•이문·휘경 뉴타운사업에 따른 국철 경원선(청량리`∼`석계)지하화 타당성 검토 중으로
서울시의 본격 추진 필요성 대두

Ⅲ. 용역시행 개요
•용 역 명 : 4호선 지상철구간(창동 ~ 당고개)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 : 2009. 09. 06 ~ 2010. 03. 14
•용 역 비 : 104,500천원
•용역기관 :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시곤교수)

Ⅳ. 주요 추진내용
•2009. 09. 06 :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2009. 11. 06 : 용역 착수보고회 시행

Ⅴ. 향후 추진계획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를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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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추가 설치
Ⅰ. 사업개요
•위

치 : 도시고속도로(연희로, 정릉길, 화랑로)

•규

모 : 연결램프 설치 4개소

- 연희로 진출램프(1), 국민대 진입램프(1), 화랑로 진출입 램프(2)
•사업기간 : 2008. 08월 ~ 2015. 12월
•총사업비 : 73,948백만원

Ⅱ. 추진일정
•1999. 01월 ~ 2002. 01월 : 내부순환도로 및 북부간선도로 개통
•2008. 08월 ~ 2009. 12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 (벽산Eng)
•2009. 10월 : 투자심사 (서울시)
•2010. 01월 ~ 2010. 12월 : 기본설계 시행

Ⅲ.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년

2010년

73,948

200

0

485

기본조사설계비

685

200

실시설계비

1,843

1,843

토지매입비

19,370

19,370

공 사 비

49,750

49,750

감 리 비

2,300

2,300

계

2011년 이후

비

73,263

485

Ⅳ. 사업효과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로 교통 지·정체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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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서울 남북3축 지하도로』건설
Ⅰ. 사업개요
•위
치 : 강남구 세곡동 ~ 노원구 상계동(마들근린공원)
•규
모 : 지하도로 신설 폭 4 ~ 6차로, 연장 22.8km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
•총사업비 : 1조 4,908억원
【남북3축 특징】
■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 ■ 서울 동서·남북축 6개 노선중 유일한 재정투자사업
■ 통행료 무료, 화물차 등 대형차 혼용도로(광폭도로) ■ 가장 먼저 건설 및 완공

Ⅱ. 추진일정
•2007. 09. 06 : 지하도로 공간관리 기본계획 시행방침
•2008. 06. 25 ~ 2010. 02. 26 : 지하도로 기본계획 시행 (동일기술공사)
•2009. 08. 31 : 서울시 U-Smartway 기본계획 방침 (시장방침 제406호)
•2009. 09. 30 : 제1차 서울시 U-Smartway 계획 공청회 개최
•2009. 10. 14 : 투자심사(서울시)
•2010. 01월 : 제2차 서울시 U-Smartway 계획 공청회 개최
•2010. 03월 ~ 2011. 12월 : 남북3축 기본설계 및 설계감리 시행

Ⅲ.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공 사 비
감 리 비

총사업비

1,490,806
5,706
11,400
123,100
1,349,100
1,500

기투자

2009년

2010년

2011이후

3,000
2,800

1,487,806
2,906
11,400
123,100
1,349,100
1,300

200

Ⅳ. 사업효과
•30분대의 빠르고 편리한 서울 건설, 인간중심의 친환경 공간 조성
•동부간선 지하화로 하천생태 복원, 지하공간의 계획적 토지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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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치도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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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 w. n o w o n . k r
❶「경춘선 폐선부지 테마공원(SOHO거리)」조성
❷「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조성
❸「석계역 주변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
❹「당현천변 수변문화벨트」조성
❺「수락산 당고개지구 공원」정비
❻「마들근린공원관리소」정비
❼「섬밭길 가로공원 수경시설」조성
❽「중계4동 그린웨이」조성
❾「동네뒷산 공원화」사업
❿「상상어린이공원」조성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조성
「초안산근린공원」토지보상
「영축산근린공원」토지보상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1.『경춘선 폐선부지 테마공원(SOHO거리)』조성
Ⅰ. 폐선부지 현황 - 2010년말 폐선 예정
구 간

규모

성 북 역 B = 20~80m
~
구리시계 L = 6.3km

계

국유지

227,049㎡

111,385㎡

면적
한국철도공사

29,585㎡

사유지

구유지

사유지

59,164㎡

26,191㎡

724㎡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7. 08월 ~ 2012. 12월
•사업내용 : 선형의 테마공원 조성[소호(SOHO)거리, 7대 디자인존 조성 등]
•사 업 비 : 76,000백만원(실시설계 2,650 / 공사 71,500 / 기타 1,850)

Ⅲ. 그간의 추진사항
•2007. 01. 15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건의(노원구 → 市 시설계획과, 공원과)
•2007. 11월 ~ 2008. 12월 :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구상 연구용역(서울시)
•2007. 11. 29 : 도시계획시설사업(경춘제2녹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08. 10. 07 : 구청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문면담[소호(SOHO)거리 조성 등 건의]
•2008. 11. 06 : 구청장·서울특별시장 방문면담[소호(SOHO)거리 조성 등 건의]
•2009. 02. 20 : 경춘선 폐선부지 테마공원 조성 발표(서울시)
•2009. 06. 09 : 서울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서울시)
•2009. 06. 12 : 우수 설계안 확보를 위한 현상공모 공고(서울시)
•2009. 10. 16 : 현상공모 작품 심사위원회 개최(입선작 3점 선정)(서울시)
•2009. 11. 04 :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결과 및 내용 발표(서울시)

Ⅳ. 향후추진계획
•2010년 : 토지사용 협의, 실시설계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2011년 ~ 2012년 : 공사 착공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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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테마공원 조성(안)
❶ 구간별 Master Plan
구 간

주요 위치 및 활용계획

① 성북역 시점부 ………………………………기념박물관(방문자 센터 등)
② 경춘철교 ……………………………Gallery Bridge(전망대·설치미술)
A구간
(성북역 ~ 공덕 제2철도건널목) ③ 하계지하차도 상부 ……………………………Show Garden(정원축제)
④ 신공덕역사 …………………거점박물관 및 중심시설(예술 인큐베이터)
B구간
① SOHO 거리 ……………………소규모박물관, 아틀리에 등의 클러스터
(공덕 제2건널목 ~ 육사삼거리) ② 열차활용 ………………………열차박물관, 기차레스토랑, 기차도서관
C구간
① 화랑대역사 …………………………………………………철도역사박물관
(육사삼거리 ~ 구리시계) ② 태릉선수촌 ………………………………………………………레일바이크

❷ 소호(SOHO)거리 테마 - 뉴욕SOHO, 중국798예술특구, 프랑스오르세미술관, 독일다스딕 등
•소규모박물관 - 민속, 공예, 과학, 출판, 생활사 등 다양한 주제의 작은 박물관
- 100평 내외 규모의 건물들을 보행동선에 배열(8도국내관, 6개대륙국제관, 기념품판매관)
•창작센터(Art Factory) - 미술, 공예작가, 실험예술가, 인간문화재 등의 화랑 및 아틀리에
•국제 야외공원 - 6개대륙 상징 랜드마크 Gate, 타워, 민속 조각작품 전시
•자연형 인공수로 - 조성구간(6.3㎞)을 따라 폭 2 ~ 3m의 작은 물길 조성 검토
❸ 문제점
•현행 법령상 공유지에 국가소유의 영구축조물 건립(투자 유치) 불가
•폐선부지에 국가의 문화시설이나 산하기관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양여 또는 매각하거나 반대로 국가에서 건립건물을 지자체에 기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추진에 큰 지장 초래
•반면, 공유재산간은 해당지자체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도
건립가능(사례 : 노원구소유 근린공원에 서울시소유 강북시립미술관 건립중)
❹ 대책
•공유지에 국립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
•원활한 투자유치로 소호거리가 태·강릉 국장의례 및 왕릉전시관 등 주변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국제적 관광벨트화 추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

143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구간별 Master Plan 및 전경
A구역
•시점부기념관
•Gallery Bridge
•Show garden
•거점박물관

B구역
•SOHO 거리
소규모박물관
창작센터
국제야외공원
•열차도서관

C구역
•철도역사박물관
•Culture Park
•Fitness Park
•레일바이크

성북역
공덕제2건널목
육사삼거리

녹지지역

철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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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계

서울시 테마거리 조성 발표(2009. 2. 20)
(성북역 ~ 공덕 제2철도 건널목)

(육사삼거리 ~ 태릉선수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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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월계동 초안산앞 중랑천 일원(월계1교 ~ 녹천교)

•시설규모
- 수변근린공원 조성(A=289,120㎡ L=1.6km)
- 보행자 교량설치 1개소(B=4.5m, L=159m)
•사업기간 : 2007. 11월 ~ 2011. 12월
•총사업비 : 123억원(공사 98억, 보상 15억, 설계·감리 10억)

Ⅱ. 추진사항
•2007. 01. 22 「중랑천하천공원조성계획」
:
수립(건설안전본부)
•2007. 11. 22 ~ 2008. 11. 22 : 기본 및 실시설계
•2008. 11. 27 : 기본 및 실시설계 설명회개최
•2009. 06. 09 : 서울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서울시)

Ⅲ. 향후 추진계획
•2009 ~ 2010년 : 재활용 수집장 및 청소차고지 이전
•2010 ~ 2011년 : 보도육교 설치 및 공원조성공사 시행

Ⅳ. 문제점 및 대책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 등으로 2009년 사업비 미반영
•선행절차(청소차고지 이전 등) 조기 시행 후 예산확보 및 공사시행
■ 2009. 12월 : 재건대 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 2010. 01월~04월 : 청소차고지 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 2010. 05월~ 11월 : 토지 및 점유자(물) 보상, 이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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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제건대
당현천

중랑천

녹지대
청소 차고지

조감도
조감도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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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석계역주변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지하철 1호선 석계역 주변 하천복개 상부

•면

적 : 약 3,300㎡

- 월계동 47-45번지 등 2필지(가설건축물 점유부지 447㎡)
- 월계동 47-45번지 일대(석계역 공용주차장 175면 중 85면)
•기

간 : 2008. 12월 ~ 2010. 12월

•사업비 : 1,050백만원(사업비 1,000백만원, 보상비 50백만원)

Ⅱ. 그간의 추진현황
•2008. 11. 21 : 우이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석계역 주변 정비계획(구청장 방침)
•2008. 12. 05 : 석계역주변 문화광장 및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학술용역 발주
•2009. 01월 ~ 05월 : 기본계획 학술용역 진행 및 완료
•2009. 05월 ~ 06월 : 용역결과를 市 하천관리과,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

Ⅲ. 향후 추진계획
•2009. 10월 ~ 2010. 02월 : 실시설계 용역(치수방재과)
•2010. 02월 ~ 03월 : 공사발주 및 착공
•2010. 03월 ~ 12월 : 공사시행 및 완료(치수방재과)

Ⅳ. 기대효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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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총면적 3,300㎡
·주차장 85면
·건축물 1동(447㎡)

기본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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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현천변 수변문화벨트』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중계4동 453-38외

•사업내용
- 여행실 지상3층 연면적 576㎡(174평)
- 수변문화공간조성 4,114㎡(1,244평)
•사업기간 : 2009. 05월 ~ 2011. 12월
•총사업비 : 5,000백만원(보상비 3,100백만원 여행실 1,900백만원)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9. 05. 11 : 주민여론수렴(노원구)
•2009. 08. 27 : 여행실 실시설계용역 착수(노원구)

Ⅲ. 향후 추진계획
•2010년 상반기 : 서울시 추경 및 특별교부금 신청
•2010. 05월 : 실시설계 완료 및 서울시 투·융자심사
•2010. 06월 : 공사착공
•2011. 12월 : 공사준공

Ⅳ. 기대효과
•당현천 문화구간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설 활용도가 높음
•하천과 주변 공원과 연계된 친수공간 조성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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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사업대상지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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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락산 당고개지구 공원』정비
Ⅰ. 사업개요
•위 치 : 상계3·4동 산151-1번지 일대 수락산 당고개지구 공원
•규 모 : 14,580㎡
•기 간 : 2010. 02월 ~ 07월
•사업비 : 600백만원(시비)

Ⅱ. 공사내역
•식재공사 : 관목(철쭉류) 8,000주
•시설물공사
- 관리사무소·화장실 : 50㎡
- 경계목 : 600m
- 음수대 : 1개소
- 등의자교체 : 26개소
- 정자 및 안내판 : 각 1개소
•포장공사
- 투수블럭포장 : 1,000㎡
- 포 장 경 계 석 : 530m

Ⅲ. 기대효과
•공원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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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현황사진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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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마들근린공원 관리소』정비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상계6·7동 770-2

•면

적 : 수영장 관리소 및 테니스장 관리소 각 1동

•기

간 : 2009. 09월 ~ 2010. 06월

•총사업비 : 1,020백만원

Ⅱ. 그간의 추진현황
•2009. 09월 ~ 2010. 01월 : 수영장 관리소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2009. 12월 ~ 2010. 01월 : 테니스장 관리소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06월 : 리모델링 공사시행

Ⅳ. 기대효과
•노후된 수영장·테니스장 관리소 리모델링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공원이용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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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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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섬밭길 가로공원 수경시설』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공릉1·3동 608-1번지

•면

적 : 약 100㎡

•시설내용 : 분수설치 등 수경시설 조성
•소요예산 : 200백만원(구비)
•사업기간 : 2009. 07월 ~ 2010. 06월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9. 07. 13 : 2009년 2차 추경예산 확보(설계비)
•2009. 08. 11 :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09. 10. 30 : 실시설계 용역 준공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공사착공
•2010. 06월 : 공사준공

Ⅳ. 기대효과
•도심환경 향상 및 여름철 청량감 제공
•지역주민의 만남의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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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계4동 그린웨이』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중계4동 136-1번지(구능치성 6길)

•면

적 : 1,700㎡

•시설내용 : 수목식재, 띠녹지 조성 등
•소요예산 : 150백만원(시비 105, 구비 45)
•사업기간 : 2010. 01월 ~ 12월

Ⅱ. 추진일정
•2010. 01월 ~ 05월 : 구비 미확보분 예산확보
•2010. 06월 ~ 08월 : 실시설계용역 및 서울시 설계심의
•2010. 09월 ~ 12월 : 공사시행

Ⅲ. 문제점 및 대책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확보분 미확보(매칭사업)
⇒ 2010년 추경 등 구비 예산확보

Ⅳ. 기대효과
•도심 내 부족한 녹지량 확충

158 | 분야별 사업현황

위치도

현장사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

159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9.『동네뒷산 공원화』사업
Ⅰ. 사업개요
•위

치 : 하계1동 산11번지 일대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등 7개소(73,700㎡)
구분

공원명

계

7개소

치

면적(㎡)

사 업 비(천원)

부족액

73,700

보상비
23,395

시설비
772

하계1동
산 11 등

32,638

10,739

10,693

46

2,100

보상추진

상계동
95-336 등

16,923

7,385

7,340

45

500

보상추진

월계2동
산37-1 등

7,889

2,194

2,048

146

월계2동
산4-17 등

7,375

516

252

264

영축산
근린공원

월계1동
870-1 등

1,162

792

688

104

초안산
근린공원

월계2동
산65-5 등

7,027

1,997

1,830

167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중계동
산25-1

686

544

544

2008년
∼
2010년

초안산
근린공원

보상비

시설비
2,750

추진현황

계
24,167

불암산
도시자연
공원

2009년
∼
2010년

위

보상 및
공사완료

보상완료
공사추진
150

보상추진

•사업내용 : 토지 및 물건 등 보상, 산림복원, 쉼터 및 체육공간 조성 등
•사업기간 : 2008. 02월 ~ 2010. 12월
•총사업비 : 26,526백만원

Ⅱ. 그간의 추진현황
•2008. 02월 ~ 2009. 05월 : 보상 및 공사완료(초안산 2개소, 영축산 1개소)
•2009. 06월 ~ 2010. 03월 : 보상완료 및 공사 추진중(초안산 1개소)
•2008. 03월 ~ 2009. 12월 : 보상 추진중(불암산 - 하계동, 상계3·4동, 중계동)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2010. 12월 : 보상협의 및 소유권이전(불암산-하계동, 상계3·4동, 중계동)
•2011. 01월 ~ 2011. 12월 : 공사진행 및 완료

Ⅳ. 문제점 및 대책
•불암산 도시자연공원(하계1동, 상계3·4동, 중계동) 공사비(28억)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상 완료후 공사비 추가 확보가 요구됨
•부족예산은 2011년도 확보하여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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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상어린이공원』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하계2동 273-3 하계어린이공원 등 36개소

•규

모 : 66,744㎡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소요예산 : 22,461백만원(시비 16,358백만원, 구비 6,103백만원)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8. 05월 ~ 11월 : 8개소 설계용역 시행 (현상공모-서울시)
•2008. 12월 ~ 2009. 05월 : 상상어린이공원 1차 대상지(4개소) 공사시행
•2009. 02월 ~ 05월 : 상상어린이공원 2차 대상지(4개소) 공사시행
•2009. 02월 ~ 04월 : 상상어린이공원 3,4차 대상지 현상공모 (서울시)
•2009. 06월 ~ 09월 : 상상어린이공원 3차 대상지(7개소) 설계용역
•2009. 10월 ~ 12월 : 상상어린이공원 3차 대상지(7개소) 공사시행
•2009. 10월 ~ 2010. 02월 : 상상어린이공원 4차 대상지(21개소) 설계용역

Ⅲ. 향후계획
•2010. 01월 ~ 05월 : 상상어린이공원 4차 대상지(21개소) 공사시행

Ⅳ. 기대효과
•지역에 적합하고 독특한 맞춤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및 시민고객의
공원이용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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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파트 열린녹지』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상계1동 1255 은빛1단지아파트
- 상계6·7동 766-1번지 미도아파트
•면

적 : 2,940㎡

•시설내용 : 담장철거, 지반정리, 수목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소요예산 : 516백만원(시비 361, 구비 155)
•사업기간 : 2010. 01월 ~ 07월

Ⅱ.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03월 : 실시설계용역 및 서울시 설계심의
•2010. 04월 ~ 07월 : 공사시행

Ⅲ. 기대효과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대를 조성하여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보행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 및 열린 녹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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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불암산도시자연공원(중계지구)』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중계동 산42-3번지 일대

•사업면적 : 161,010㎡
•사업기간 : 2004. 04월 ~ 2010. 12월
•사 업 비 : 24,400백만원

Ⅱ. 토지보상내역
연 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위

치

중계동 산42-3 외 5필
중계동 산40-7
중계동 산40-5 외 4필
중계동 124-1 외 6필
중계동 산92-2

면 적(㎡)

38,782
8,247
8,000
15,021
3,486
4,028

보상비(백만원)

비 고

1111,073

3,381
1,544
2,891
2,257
1,000

Ⅲ. 2010년도 보상계획
•위

치 : 노원구 중계동 산92번지 등 3필지

•면

적 : 11,494㎡

•사 업 비 : 4,677백만원(시비)
•추진일정
- 2010. 01월 : 자체계획수립 및 보상의뢰
- 2010. 01월 ~ 02월 :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010. 03월 ~ 12월 :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

Ⅳ. 문제점 및 대책
•부족예산(8,650백만원)은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연차별 추진

Ⅴ. 부지활용계획
•부지 보상완료 후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시설 건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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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초안산근린공원』토지보상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일대

•사업면적 : 90,551㎡
•사업기간 : 2006. 06월 ~ 2010. 12월
•사 업 비 : 14,888백만원

Ⅱ. 보상실적
연 도

계
2006
2007
2008
2009

위

치

월계동 산8-9
월계동 산8-7 외 2필지
월계동 산17-7외 14필지
월계동 산17-8번지

면 적(㎡)

보상비(백만원)

26,590
2,123
16,554
4,796
3,117

9,346
386
2,960
4,000
2,000

비 고

Ⅲ. 2010년도 보상계획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산17-1번지 등 2필지

•면

적 : 8,162㎡

•사 업 비 : 2,424백만원(시비)
•추진일정
- 2010. 01월 : 자체계획수립 및 보상협의
- 2010. 01월 ~ 02월 :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
- 2010. 02월 ~ 12월 : 보상협의 및 소유권이전

Ⅳ. 문제점 및 대책
•부족예산(3,118백만원)은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연차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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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영축산근린공원』토지보상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산129-1번지 등 10필지

•면

적 : 30,564㎡(기보상 17,079㎡, 잔여필지 13,485㎡)

•사업기간 : 2009. 01월 ~ 2010. 12월
•사 업 비 : 9,486백만원(시비)
※ 기보상액 5,086백만원

Ⅱ. 그간의 추진현황
•2007. 04. 11 : 투자심사 완료
•2009. 02. 26 : 실시계획인가
•2009. 03. 24 : 보상계획공고
•2009. 04. 30 : 감정평가완료
•2009. 07. 30 : 1차 보상완료 (5필지 17,079㎡)

Ⅲ. 향후계획
•2010. 02월 ~ 07월 : 잔여필지 보상추진(5필지 1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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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우이천 하천정비」사업
❹「묵동천 제방 및 시설물」보수·보강
❺「화랑로 실개천」조성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1.『당현천 친환경하천』조성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상계역 북측5거리 ~ 중랑천 합류점

•사업내용
- 친환경하천 복원 L=3.295km, 반복개 철거 및 복원 L=0.95km
- 상계역 반복개구간(환승주차장) 복원
- 수변문화벨트 조성 및 교량 재가설 보수 등
•사업기간 : 2006. 12. 27 ~ 2011. 12월
•총사업비 : 41,598 백만원(설계비 : 991 공사비 : 40,607)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6. 10. 18 :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당현천 생태복원사업확정)
•2007. 12. 12 : 공사착공
•2008. 08. 11 : 당현천 투융자심사(서울시)
•2009. 10. 15 : 당현천 추가구간(2차) 투융자심사(서울시)
•2009. 11. 04 : 통수식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4월 : 당현천 추가구간 실시설계 준공
•2010. 05월 : 여행실 실시설계 준공
•2010. 05월 : 당현천 추가구간 공사착공
•2010. 08월 : 1차구간 공사준공
•2011. 12월 : 추가구간 공사준공

Ⅳ. 기대효과
•친환경하천, 체육, 문화가 어우러진 하천 조성으로 도시미관 제고
•하천과 주변 공원이 연계된 친수공간 조성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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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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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막저류지』설치
Ⅰ.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상계3·4동 산155-1번지 주변
•사업개요 : 저류지 용량 48,000㎥
- 지상저류지 : L=55m, H=9.5m, V=18,000㎥
- 지하저류지 : L=154m, H=6~8m, W=25~35m, V=30,000㎥
•사업기간 : 2008. 06월 ~ 2011. 12월
•사 업 비 : 10,400백만원(서울시 재난기금)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경

Ⅱ. 그간의 추진사항
•2007. 05. 03 : 타당성검토 및 기본용역 시행(노원구)
•2007. 10. 30 : 투자심사(서울시)
•2008. 04. 04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3차) 가결(한강유역환경청)
•2008. 06. 05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결정 요청
•2008. 06. 2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착수
•2009. 05. 12 : 사업계획변경(문화재청 협의결과 규모변경)
•2009. 09. 24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차)
•2009. 12. 27 ~ 29 : 주민감사 현장답사 실시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주민감사 완료
•2010. 03월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0. 04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2010. 06월 ~ 2011. 12월 : 사업시행

Ⅳ. 기대효과
•당현천의 첨두홍수량 저감 - 치수안전도 증가
•물 이용·순환으로 생태하천 기능 회복
•안전한 주거기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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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이천 하천정비』사업
Ⅰ. 사업개요
•위

치 : 우이천(중랑천 합류점 ~ 쌍한교)

※ 노원구간 : 초안교 ~ 중랑천 합류점 2.85km
•규
모 : 하천정비 L=7km(유지용수확보 : 30,000톤/일)
- 고수호안 녹화 L=0.45km
- 저수호안 정비 L=1.48km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L=1.35km(석계역주변)
•기
간 : 2008. 07월 ~ 2010. 12월
•총사업비 : 19,356백만원(시비, 설계비 400백만원)
※ 노원구 구간 사업비 : 3,382백만원(시비 2,648백만원, 구비 734백만원)

Ⅱ. 추진사항
•2006. 09. 26 :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서울시)
•2008. 03. 18 : 투자심사
•2008. 07. 09 : 사업예산확보(추경)
•2008. 08. 07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2008. 08월 : 설계용역 발주
•2009. 12월 : 설계용역 준공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1월 ~ 2010. 12월 : 하천정비공사 시행

Ⅳ. 기대효과
•하천정비로 치수안전성 확보
•환경친화적인 여가활동 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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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천
중랑천 합류점 ~ 무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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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묵동천 제방 및 시설물』보수ㆍ보강
Ⅰ 사업개요
•위
치 : 무명3교(육군사관학교 후문) ~ 무명1교
•규
모 : 축제 L=962m, 교량신설 5개소
•기
간 : 2008. 10월 ~ 2010. 02월
•총사업비 : 9,575백만원(시비)

Ⅱ. 추진사항
•2007. 04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2008. 04월 : 설계용역 준공
•2008. 09월 : 공사발주
•2008. 10월 : 공사착공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2월 : 공사완료

Ⅳ. 기대효과
•통수단면 부족으로 발생될 침수피해 예방 및 항구적인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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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화랑로 실개천』조성
Ⅰ. 사업개요
•위
•규

치 :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 묵동천 하류
모 : 실개천조성(지하철유출수 활용), 연장 350m, 폭 0.3m

•소요예산 : 800백만원(시비 560백만원, 구비 240백만원)
•기
간 : 2009. 11월 ~ 2010. 07월

Ⅱ. 추진사항
•2009. 01월 : 화랑로 도심 실개천 사업계획 제출
•2009. 03월 : 투자심사
•2009.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배정(60백만원-시비)
•2009. 11월 ~ 2010. 0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시행

Ⅲ. 향후 추진계획
•2010. 03월 ~ 2010. 12월 : 공사 시행

Ⅳ. 기대효과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친수공간 조성
•친환경 도시건설과 이용 시민에게 걷고싶은 거리와 휴식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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