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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도시재생 3년째 표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주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견 반영 정상 추진중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8. 3.

13.(

화)

❍ 보도사항
한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원도심 도시재생 3년째 표류” 등)

(“

□ 보도내용
❍ 원도심 재생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자되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역사성과 장소
성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무
시됐고,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논란을 일으켰
다고 주장

□ 사실은 이렇습니다
q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15년 12월 국토부의 도시재
생사업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5월과 10월에 국토부의
1,2단계 관문심사를 거쳐 2017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
위원회의에서 국가지원사항이 최종 결정(총사업비 182억원 중 국비
91억원 지원 결정)되어 지난해 12월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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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제주도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들이 도시 재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참여가 관건’이라고
판단해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실제 2017년 한 해 동안 11개(153명)의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이 자
발적으로 구성한 도시재생 관련 8개 단체(109명) 등 총 262명의 주민
들이 도시재생에 직접적으로 참여 중이다.
q 올해부터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덕정 광장 및 주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관덕정주변 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 결성’을 지원하고 △
관덕정주변상인 설문조사(71개소) △주민 1대1 대면 인터뷰
(인터뷰 39회에 총 141명 참여) △주민의견 수렴함 배치 및
온라인 의견 접수(총 43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
진해 나가고 있으며,
❍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에 5억원을 투자하여 마을도서관으로 조성, 2학기부터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마을교육공동
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부족한 도시재생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 부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q 문재인 정부 지난 해 12월 전국 지자체 도시재생박람회에서도
제주가 최우수상을 수여!
❍ 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도시재생 한마당’에는 전국 50여 지자체들의 사업 중
1차 예선을 통과한 최종 12곳의 사업을 선정한 후 본선인 경진
대회에서 최종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한 후 수상을 하는 자리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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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삼도2동부녀회 주민협의체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재주
대학생들과 협력해 ‘한짓골생활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과
지역의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함께 조성하는 모습 등이 우수하게
평가되며, 명실공이 전국 최우수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 풀이된다.
❍ 제주의 도시재생사업은 제주지역에서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마을 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주민 주도형으로 진화중이다.
q 2017년 선정된 뉴딜사업에 제주시 일도2동(신산머루)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과 서귀포시 월평동(월평마을) 주거지원형 사업이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중이다.
❍ 오는 2021년까지 각각 83억 원(국비 50억 원)과 98억7천만원
(국비 59억2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현재 계획 수립 단계로 올해 하반기 관련 사업들이 확정되고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면 뉴딜 시범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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