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 1회 저층주거재생연구위원회 제 1 차 세미나 개최
저층주거재생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는 주거복지 및 공공
서비스 부족과 정책 지원 사각지대인 저층주거지의 주민밀착형 정비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모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계획적 소규모 정비, 시장 작동 가능
한 중층고밀주거모델,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 역할과 임대주택 확보 등 저층주거
지에서의 주거 정비와 복지 실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
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2020년 첫 토론회인 금번 세미나는 현장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그 과정상 나타나
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열린 정책토론회로서 저층주거정
비의 주요 실행주체중 하나인 LH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
된 과제나 이슈들은 다음 토론회에서 더욱 깊게 탐색하고 실행방안을 모색코자
하오니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공동주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토지주택연구원
ㅇ(제목) 『저층주거지 정비, 이렇게 풀자!』전문가 정책 토론회
ㅇ(주제) 중층고밀주거지 정비 사업과 주거복지 실현 방안

ㅇ(일시)
ㅇ(장소) L

2020.07.31(금) 16:30~18:20
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319호), 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토론회장 정원 대비 1/3 이하로 인원 제한

ㅇ(발제) 1.「공공 거점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의 실행」
이영은 연구위원(토지주택연구원)

2.

「양천구 신월 3동의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
유해연 교수(숭실대 교수)

3.「도시조직을 살리는 저층주거지 정비 제도개선 방안」
김선아 대표((주)SAK 건축사사무소)

ㅇ지정토론자 : 좌장 김영욱

(세종대학교

교수)

김은희(도시연대 센터장)/ 박인권(서울대학교 교수)/ 박현근(LH 도시정비사업처 처장)/
박효열(LH 경기본부 지역균형재생처장)/ 서용식(수목건축 대표)/ 신용화(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 유석연(서울시립대 교수)

+ 자유 토론 (학회 회원 및

LH직원

자유 토론)

ㅇ 토론회 내용
시 간

주 요 내 용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비고

16:30～16:35

5'

16:35～16:45

10'

인사말씀1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부회장

최봉문 교수

16:45～16:55

10'

인사말씀2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사장

16:55～17:10

15'

공공 거점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의 실행

이영은 박사

17:10～17:25

15'

17:25～17:40

1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저층주거재생연구위원회 활동 계획

양천구 신월3동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
도시조직을 살리는 저층주거지 정비 제도개선안 제안

최은희 박사

유해연 교수
김선아 대표

토론 60분
- 한국 저층주거지의 비전과 실현 방안

17:40～18:20

40'

- 도시재생과 정비의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 방안
- 주거지 재생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 중층고밀 주거지 조성 및 시장 작동 가능성

좌장
김영욱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