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권선구권선구권선구

구역구역구역구역 위 치위 치위 치위 치
면적면적면적면적 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

(%)(%)(%)(%)
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비고비고비고비고㎡㎡㎡㎡ 평평평평

권권권권

선선선선

구구구구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 1,012,9191,012,9191,012,9191,012,919 306,405306,405306,405306,405 ---- ---- ----

구역113-1
서둔동

일원188-2
46,095 13,943 이하50

이하230

기준( 200)
주택재개발사업

제척지 제외

면적임

구역113-2
서둔동

일원182-1
86,002 26,015 이하50

이하230

기준( 200)
주택재개발사업

구역113-3
서둔동

일원148-1
74,143 22,428 이하50

이하230

기준( 200)
주택재개발사업

구역113-4
세류동

일원334-88
229,840 69,526 이하50

이하250

기준( 220)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113-5
세류동

일원125-3
42,321 12,802 이하50

이하230

기준( 200)
주택재개발사업

구역113-6
세류동

일원817-72
126,614 38,301 이하50

이하230

기준( 200)
주택재개발사업

제척지 제외

면적임

구역113-7
평동

일원35-6
152,940 46,264 이하60 이하250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113-8
고색동

일원88-1
91,571 27,700 이하50

이하230

기준( 200)
주택재개발사업

구역113-10
고색동

일원74-1
113,591 34,361 이하50

이하230

기준( 200)
주택재개발사업

구역113-12
오목천동

일원482-2
49,802 15,065 이하50

이하230

기준( 200)
주택재개발사업



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1. : 113-11. : 113-11. : 113-11. : 113-1

일반현황■
현황분석

현황분석도

비행안전 구역비행안전 구역비행안전 구역비행안전 구역2222

시설보호지구시설보호지구시설보호지구시설보호지구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 ・

70.9 3.9 50.5 26.3

기본계획도

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2(2(2(2구역구역구역구역))))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

50%50%50%50%이하이하이하이하
230% 230% 230% 230% 이하이하이하이하

((((기준기준기준기준200% )200% )200% )200% )
46,09546,09546,09546,095㎡㎡㎡㎡

113113113113----1111구역구역구역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구구구구 역역역역 명명명명

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2(2(2(2구역구역구역구역))))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

50%50%50%50%이하이하이하이하
230% 230% 230% 230% 이하이하이하이하

((((기준기준기준기준200% )200% )200% )200% )
46,09546,09546,09546,095㎡㎡㎡㎡

113113113113----1111구역구역구역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구구구구 역역역역 명명명명



정비예정구역별 현황

208 수원시201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2. : 113-22. : 113-22. : 113-22. : 113-2

일반현황■
현황분석

현황분석도

비행안전 구역비행안전 구역비행안전 구역비행안전 구역2222



수원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0 ‧

수원시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9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 ・

기본계획도

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2(2(2(2구역구역구역구역))))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

50%50%50%50%이하이하이하이하
230%230%230%230%이하이하이하이하

((((기준기준기준기준200%)200%)200%)200%)
86,00286,00286,00286,002㎡㎡㎡㎡

113113113113----2222구역구역구역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구구구구 역역역역 명명명명

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2(2(2(2구역구역구역구역))))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

50%50%50%50%이하이하이하이하
230%230%230%230%이하이하이하이하

((((기준기준기준기준200%)200%)200%)200%)
86,00286,00286,00286,002㎡㎡㎡㎡

113113113113----2222구역구역구역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구구구구 역역역역 명명명명



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3. : 113-33. : 113-33. : 113-33. : 113-3

일반현황■
현황분석

현황분석도

비행안전 구비행안전 구비행안전 구비행안전 구2222

역역역역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 ・

52.9 5.8 43.5 40.4

기본계획도

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2(2(2(2구역구역구역구역))))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

50%50%50%50%이하이하이하이하
230% 230% 230% 230% 이하이하이하이하

((((기준기준기준기준200% )200% )200% )200% )
74,14374,14374,14374,143㎡㎡㎡㎡

113113113113----3333구역구역구역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구구구구 역역역역 명명명명

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2(2(2(2구역구역구역구역))))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

50%50%50%50%이하이하이하이하
230% 230% 230% 230% 이하이하이하이하

((((기준기준기준기준200% )200% )200% )200% )
74,14374,14374,14374,143㎡㎡㎡㎡

113113113113----3333구역구역구역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구구구구 역역역역 명명명명



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4. : 113-44. : 113-44. : 113-44. : 113-4

일반현황■
현황분석

현황분석도

비행안전 구역비행안전 구역비행안전 구역비행안전 구역5555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 ・

59.1 - 24.5 38.9

기본계획도

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5(5(5(5구역구역구역구역))))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

50%50%50%50%이하이하이하이하
250% 250% 250% 250% 이하이하이하이하

((((기준기준기준기준220% )220% )220% )220% )
229,840229,840229,840229,840㎡㎡㎡㎡

113113113113----4444구역구역구역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구구구구 역역역역 명명명명

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5(5(5(5구역구역구역구역))))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

50%50%50%50%이하이하이하이하
250% 250% 250% 250% 이하이하이하이하

((((기준기준기준기준220% )220% )220% )220% )
229,840229,840229,840229,840㎡㎡㎡㎡

113113113113----4444구역구역구역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구구구구 역역역역 명명명명



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구 역 명 구역5. : 113-55. : 113-55. : 113-55. : 113-5

일반현황■
현황분석

현황분석도

비행안전 구비행안전 구비행안전 구비행안전 구5555

역역역역

비행안전 구비행안전 구비행안전 구비행안전 구6666

역역역역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 ・

64.9 4.5 61.9 33.6

기본계획도

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5(5(5(5구역구역구역구역))))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

50%50%50%50%이하이하이하이하
230%230%230%230%이하이하이하이하

((((기준기준기준기준200%)200%)200%)200%)
42,32142,32142,32142,321㎡㎡㎡㎡

113113113113----5555구역구역구역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구구구구 역역역역 명명명명

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비행안전구역(5(5(5(5구역구역구역구역))))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법정최고층수

50%50%50%50%이하이하이하이하
230%230%230%230%이하이하이하이하

((((기준기준기준기준200%)200%)200%)200%)
42,32142,32142,32142,321㎡㎡㎡㎡

113113113113----5555구역구역구역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구구구구 역역역역 명명명명


	113-1(1)
	113-2(1)
	113-3(1)
	113-4(1)
	1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