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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1-15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

이 결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칭: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공간적 특성 및 기존 계획을 반영한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

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1) 빈집실태조사 결과

2)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3) 빈집 정비계획: 빈집밀집구역 및 개별빈집의 정비전략, 시행방안, 철거 후

활용계획, 지역맞춤형 리모델링 활용계획 등

4) 빈집정비사업 소요사업비 추정

5) 재원조달계획

6) 그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계획범위

1) 계획기간: 기준연도 2022년, 목표연도 2026년

2) 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빈집실태조사: 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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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호, %]

구분
1등급(양호한집) 2등급(일반빈집) 3등급(불량빈집) 4등급(철거대상) 계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대덕구 250 46.0 193 35.5 72 13.2 29 5.3 544 100.0
나. 빈집 주택유형별 현황

[단위: 호, %]

구분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그 외 주택 계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대덕구 282 51.8 185 34.0 27 5.0 50 9.2 544 100.0
다. 빈집정비계획 및 예산수립 대상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호, %]
구분 1등급(양호한집) 2등급(일반빈집) 3등급(불량빈집) 4등급(철거대상) 계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빈집(a) 250(46.0) 193(35.5) 72(13.2) 29(5.3) 544(100)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b)1) 1 4 - - 5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c)2) 17 24 3 6 503)

도시개발구역(d) - 2 - - 2
무허가(e)4) 1 6 8 4 19

빈집정비계획수립대상빈집
(a-b-c-d-e)

231(49.4) 157(33.5) 61(13.0) 19(4.1) 468(100.0)
도시재생사업(f)5)6) 58 28 17 5 108
주거환경개선사업(g)5)6) 27 21 13 5 66

예산지원대상(a-b-c-d-e-f-g) 146
(49.7)

108
(36.6)

31
(10.5)

9
(3.1)

294
(100.0)

주1. 빈집특례법 제3조2항 적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함.
주2. 정비계획 중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정비가 이루어지므로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함.
주3.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촌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1호(4등급)를 포함하여 50호
     (정비사업구역 49호+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1호) 
주4. 무허가 주택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빈집을 의미함.
주5.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무허가 빈집(e)과 중복된 빈집 제외
주6.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빈집의 경우, 해당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불가피할 시 정비사업 예산을 통해 사업 진행

3. 기본방향

가.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 3 4등급 중심의 빈집 철거를 통한 안심마을 조성

2) 개별 빈집 정비 및 밀집구역 지정 후 면단위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나. 주민맞춤형 SOC 공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1) 빈집 철거부지 활용을 통한 생활 SOC 공급

2) 주민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SO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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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계획

가. 점단위 개별 빈집정비 계획

1) 빈집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빈집 철거

2) 주민의견 및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철거부지 활용(주차장, 쉼터 등)

나. 면단위 밀집구역 빈집정비 계획

1) 소규모 녹색 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활 SOC 및 공동이용 시설공급

2) 면단위 구역 활용을 위해 LH 등과 협력하여 공공참여형 주택공급

5.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호, 만원)

사업내용 계
2022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6년

(5차연도) 비고

철거

철거
호수 15 3 3 3 3 3 4등급 9호,

3등급 6호　
예산 22,500 4,500 4,500 4,500 4,500 4,500 호당

1,500만원

철거

후 활용

호수 12 3 3 2 2 2
토지 소유자
자체관리
3호 제외

예산 12,000 3,000 3,000 2,000 2,000 2,000 호당
1,000만원

예산 34,500 7,500 7,500 6,500 6,500 6,500
안전

조치

호수 25 5 5 5 5 5
3등급 중

철거대상 6호
제외

예산 1,250 250 250 250 250 250 호당 50만원
총 예산 35,750 7,750 7,750 6,750 6,750 6,750

※ 추후 소유자 동의, 사업대상 등의 변경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빈집이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조치를 위해 철거 예산을 유동적으로 활용가능

6. 재원조달계획

가. 대전광역시 및 대덕구 예산 활용

나. LH 등 협력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 추진

다. 민간투자 유도

1) 개별 빈집에 자율주택정비사업

2) 밀집구역 면단위 빈집에 가로주택정비사업

※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37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