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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내일이 시작되는 곳 

7번째 이야기 



대한민국의 
3대 바보를 아십니까? 



3대 바보 하나 

마곡지구를 
모르는 사람! 



3대 바보 둘 

마곡지구를 알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 



3대 바보 셋 

관심도, 돈도 있지만 
사지 않는 사람! 



마곡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 GDP의 22%를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 매년 35,000명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는 인적자원의 보고 
• 73만 사업체와 61개 대학교가 모인 산학연의 중심 

 마곡의 가치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 위치! 1 



•영국의 대표적 보타닉파크, 에덴프로젝트를 능가  
•인공시설은 최소화, 자연요소는 극대화 
•해외 관광객까지 부르는 랜드마크 /여의도 공원 2배 크기  

마곡의 가치  동양최고 수준의 보타닉 공원 조성! 2 



마곡의 가치    글로벌 교통의 중심 

• 동북아 1일 비즈니스권의 항공교통 

– 베이징 1시간 40분/상하이 2시간 5분/도쿄 2시간 15분 

3 



마곡의 가치    사통팔달의 교통망(지상) 3 

– 도심까지 30분/ 인천공항까지 35분 



마곡의 가치    사통팔달의 교통망(지하) 3 
– 김포공항까지 전철 2정거장! 

– 3개 노선 관통, 6개 전철역! 



• 도보생활 반경에 주거, 연구, 산업, 여가가 공존하는 일과 삶의 터전 
• 낮에는 물론 밤에도 생활이 이어지는 24시간 숨 쉬는 도시 

마곡의 가치    24시간 숨 쉬는 도시 4 



마곡의 가치    24시간 숨 쉬는 도시(미래형 주거단지) 4 
•첨단 연구단지에 어울리는 최첨단 친환경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 안전성을 고려한 범죄예방(CPTED)설계 
•단지 내외를 넘나드는 커뮤니티시설 



마곡의 가치    24시간 숨 쉬는 도시(녹지) 4 
•마곡지구 공원녹지율 : 20.75% (760,662㎡/ 3,665,086㎡) 

 



•1200병상의 대형 종합병원, 이화의료원 입주 확정 

마곡의 가치    24시간 숨 쉬는 도시(문화·여가·편의시설) 4 



•LG 아트센터는 물론 각종 교육문화시설의 건립 확정 

마곡의 가치    24시간 숨 쉬는 도시(문화·여가·편의시설) 4 



•사람의 보행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 받지 않는 보행자 천국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인 자전거의 천국 
• ‘인간 중심’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는 도시설계 
   

마곡의 가치    24시간 숨 쉬는 도시(자전거·보행자의 천국) 4 



마곡의 가치    글로벌 기업의 무대(LG 컨소시엄) 5 



마곡의 가치    글로벌 기업의 무대(코오롱 컨소시엄) 5 



마곡의 가치    글로벌 기업의 무대(제닉) 5 



• 중국 굴지의 건설사와 MOU체결  
• 일본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 관심 

마곡의 가치    글로벌 기업의 무대 5 



그리고 오늘…  



롯데 컨소시엄…  



이랜드 컨소시엄…  



현재까지 
: 

입주기업의 투자결정금액 

3조 3천억원 
 

2차 분양신청 

17개 기업 



IN SEOUL 
보타닉 공원 
사통팔달 교통 

24시간 숨쉬는 도시 
글로벌 기업의 무대 

: 
: 

마곡의 가치  



이러한  
마곡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4월 4일,  
저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의견들을 정리하니 
모두 21가지나  
되었습니다! 



매주 2회씩 
3副市長 및 실국장들을 한 데 모아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첫 회의 때 
저는 말했습니다! 



기업이 원한다면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되는 방안을 찾아라! 



그리고 
총 6번의 회의 끝에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 면적기준 완화! 

• 연구시설 면적에 공용면적 포함 

• 제조시설 포함 허용(20% 이내) 

• 중소기업은 연구시설 면적기준 완화(50% -> 30% 이상) 

 결론 1 



중소기업 입주기업 금융지원! 

산업은행과 MOU체결 
 

•용지매입비, 건축비, 설비투자비 등 특별대출 
•투자비의 80%까지 대출 가능 

 결론 2 



마곡자문기구 운영개선! 

MA(총괄건축가)와 자문단을 일원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결론 3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서울시청,SH공사,강서구청의 업무를 한 곳에서 OK! 

• 산업단지 입주, 업무상업지구 문의, 인허가 절차 한 곳에서 OK! 

 결론 4 



마곡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주거지원! 

• 입주기업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분양 (100호) 검토 
•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기숙사용으로 공급 

 결론 5 



용지매각대금 납부조건 개선! 

 중도금 및 잔금 납부 기일 완화 

구  분 
납부조건 

업무용지 생활대책자 용지 

계약금 10% / 계약시 10% / 계약시 

중도금 20% / 45일 뒤         - 

잔  금 70% / 365일 90% / 60일 

구  분 납부조건 

계약금 10% / 계약시 

중도금 20% / 90일 뒤 

잔  금 70%/365일 이내 

 선납할인 제도 시행 

-중도금 및 잔금을 먼저 납부하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연 6% 이내) 
 ※선수금 이자차감을 적용 받는 산업시설 용지 제외 

 결론 6 

<기존안> <개선안> 

※생활대책용지 잔금 60일 -> 180일 



6번째 회의를 마치며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바가 
더 있는지 

24시간 귀를  
열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는 현재  

연중무휴,24시간  
대기 중입니다! 



1644-7899 
원스톱지원센터장 서노원 

☏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춰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MAGOK 
서울의 내일이 시작되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