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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제3차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선정 

- 10.1(화) 입주신청자 사업계획 심사 결과 14개 기업을 협의대상자로 선정

- 대기업 5개, 중소기업 8개, 외국기업 1개 업체 입주로 세계적인

R&D 산업단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선정된 업체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입주계약 체결 예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4개 기업을 협의대상자로 선정>

□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제3차 일반분양을 신청한 18개 기업에 대한

심사결과, 14개 기업을 협의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10월 1일(화) 개최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

주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LG컨소시엄, 코오롱

컨소시엄 등 대기업 5개 업체, 태하메카트로닉스㈜ 등 중소기업 8개

업체, 외국기업 1개 업체 등 총 14개 기업을 협의대상자로 선정하였

으며, 이 중 2개 업체는 대체용지 협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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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에 선정된 기업은 재무안정성과 연구개발 능력 등 기업평가

(400점)와 재원조달계획과 R&D운영계획 등 사업계획 평가(600

점)를 하여 총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위원회

최종심의에서 협의대상자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다.

○ 동일 필지에 2개 이상 기업이 입주신청을 한 3개 필지에 대하여는

최고득점을 획득한 1순위자가 해당필지의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

고, 2순위자는 대체용지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다.

<LG ․ 코오롱 컨소시엄 마곡 추가 입주 예정> 

□ 선도기업으로 입주계약을 한 LG․코오롱컨소시엄은 금번 분양에 추

가로 입주신청하여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다.

LG컨소시엄은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 CNS, LG실트론, 서

브원 5개 기업이 새로이 입주할 예정이며, 코오롱컨소시엄은 기존에

입주계약을 한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텍이 부

지 추가확보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AccessBio 외국기업 최초 입주예정> 

□ 특히 금번 분양에는 외국기업인 AccessBio가 외국기업 최초로 입주

신청하여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엑세스바이오는 미국에 본사를 둔 질병 진단시약 개발업체로서 , 국

내고급인력 고용 및 아시아권 국제 산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곡에 한국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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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업체는 협의를 거쳐, 10월중에 입주 및 분양계약 체결 예정>

□ 서울시는 금번에 선정된 협의대상자와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10월말경 서울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10월말 제4차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9월 24일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

고 있다.

□ 서노원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장은 “이번 3차 일반분양에서 국내․외

유수 기업이 협의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마곡산업단지가 다양

한 국내외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펼치는 세계적인 첨단 R&D산업단

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제4차 일반분양도 좋은 성

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제3차 일반분양 협의대상 선정기업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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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일반분양 협의대상 선정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대표업종
신청내용

비고
면적(㎡)

1 태하메카트로닉스(주) 산업용제어기 3,025 중소기업

2 ㈜티케이케미칼 폴리에스터,스판덱스 1,145 대기업

3 트라이콤텍(주) 모바일 플랫폼 등 950 중소기업

4 동양기전(주)
산업,자동차

기계부품
1,453 대기업

5 세일정기(주) IT전자 세라믹 소재 1,269 중소기업

6 ㈜엘켐텍 전기화학 929 중소기업

7 엑세스바이오 체외진단기기 1,269 외국기업

8 코오롱 컨소시엄 산업자재,화학 디스플레이 등 6,773 대기업

9 ㈜소룩스 조명기구 제조 등 1,145 중소기업

10 ㈜원우이엔지 CCTV 카메라 2,600 중소기업

11 LG컨소시엄
모바일,반도체

생활용품 등
42,526 대기업

12 센서텍(주) 초음파 센서 1,387 중소기업

13 쿠키혼
산업용레이저

마킹기
1,061 중소기업

※ 협의대상자 선정기업 중 1개 기업은 기업 요청으로 목록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