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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준공업지역의 이해

1-1 준공업지역의 정의 및 특성

□ 준공업지역의 정의

○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의 하나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음(｢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 준공업지역의 특성

○ 수도권정비계획법 :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의 추가

지정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추가지정되는 공업지역 면적 이상의 기존 공업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는 공업지역 추가지정 가능

- 수도권정비계획법이 ’82년에 제정된 이후, ’94년부터 제한규정 적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의미

○ 국토계획법

① 허용용도 : ｢건축법」에서 규정한 28개 건축물의 종류 중 7종만 불허(｢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4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② 용적률 : 조례에서 법적상한까지 허용(400% 이하)

○ 2030 서울플랜 (p166) 

- ‘미래 신산업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면적 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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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의 허용용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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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준공업지역의 지정 연혁 및 현황

□ 준공업지역의 지정 연혁

○ 서울시 공업지역은 1939년 6.7㎢으로 최초로 지정

○ 공업지역 면적은 1966년 93.7㎢(서울시 면적의 13.1%)를 정점으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2015년 현재는 19.98㎢(서울시 면적의 3.3%)가 지정

<준공업지역 지정 연혁>

□ 준공업지역의 지정 현황

○ 준공업지역은 GIS면적 기준으로 7개 자치구에 19.98㎢(서울시 면적의 

3.3%)가 지정되어 있음

<2015.10.31. 기준>

구  분 계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강서 도봉 양천

면적(㎢) 19.98 5.03 4.28 4.12 2.05 2.92 1.49 0.09

비율(%) 100 25.2 21.3 20.7 10.3 14.6 7.4 0.5

<자치구별 준공업지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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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지정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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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공업지역의 역할과 의의

○ 준공업지역은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 수준이지만, 산업경제·도시

서비스측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산업경제·일자리 측면) 서울시 모든 산업단지가 준공업지역이며, 서울시 

일자리의 10.3%가 입지

- 산업단지 : 3개소(G밸리, 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 + 강동산업단지(계획 중)

- 일 자 리 : 서울시 제조업 일자리 32.6%, 첨단산업 일자리 30.4% 밀집

용도지역별 제조업, 일자리 밀도는 상업지역 2배, 주거지역 7배

○ (도시서비스 측면) 저렴한 지가, 대규모 부지를 기반으로 한 일일생활서비스 

공급 공간

- 준공업지역 내 3천㎡이상 물류유통, 자동차관련시설 등 서비스시설 총 51개소 입지  

▹ 물류유통 : 산업유통(기계공구/산업용재 등), 생활물류(할인점, 물류창고 등)

▹ 자동차관련시설 : 중고자동차 매매, 자동차 정비서비스/검사소, 렌터카, 택시차고지/운전학원 등

○ (해외사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대도시들도 3차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처럼 공업지역의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독일 베를린 : 인더스트리4.0

▹ 생산공정 최적화를 위한 공공재원 2억 유로 투입 등

- 미국 뉴욕, 보스턴 : 리메이킹 아메리카

▹ 리쇼어링(해외진출 제조업체의 복귀유도 정책)을 위한 국내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3년간 매년 20억 달러 융자) 등

- 일본 도쿄 : 산업재흥계획 

▹ 3년간 첨단설비투자 규모 10% 증가

▹ 주공 공생을 위한 특별공업지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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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업지역 내 생활서비스시설 현황

연번 유형 부지명 위치 규모 결정사항 건축 경과년수

1 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상가 구로동 1258 75,377 유통업무설비 10~20년 미만

2 기계공구상가 구로공구상가1번지 구로동 636-62 외 10,093 - 10~20년 미만

3 기계공구상가 신구로상가 구로동 610-8 외 3,784 - 20~30년 미만

4 기계공구상가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동 606-1 외 74,725 유통업무설비 30~40년 미만

5 기계공구상가 라이프공구종합상가 구로동 614-33 4,096 - 20~30년 미만

6 기계공구상가 안성기계공구상가 신도림동 410-13 7,602 - 20~30년 미만

7 기계공구상가 고척산업용품 종합상가 고척동 103-4 외 35,342 시장 20~30년 미만

8 기계공구상가 시흥유통상가 시흥3동 984 121,990 유통업무설비 20~30년 미만

9 기계공구상가 영등포 종합기계상가 양평동1가 247 7,514 시장 20~30년 미만

10 기계공구상가 영등포유통상가 당산동2가 30-2 28,071 유통업무설비 20~30년 미만

11 물류센터 삼성전자구로물류센터 구로동 651-2 5,271 - 20~30년 미만

12 물류센터 메가마트물류센터 시흥동 984-33 5,233 - 10년 미만

13 물류센터 CJ물류센터 가산동 459-8 9,917 - 10년 미만

14 물류센터 SG세계물산물류센터 가산동 549-1 9,308 - 20~30년 미만

15 물류센터 농심서울물류센터 가산동 345-11 10,704 - 40년 이상

16 물류센터 한진택배물류센터 가산동 371-23 외 19,517 - 10~20년 미만

17 물류센터 하이트맥주물류센터 도봉동 62-1 3,476 - 30~40년 미만

18 물류센터 농협목우촌물류센터 성수동2가 284-106 3,541 - 30~40년 미만

19 물류센터 서영물류센터 당산동1가 12 5,842 - 10~20년 미만

20 운전학원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신도림동 301 외 23,100 - 10~20년 미만

21 운전학원 창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 창5동 224-31 6,041 - 20~30년 미만

22 자동차검사소 교통안전공단 구로검사소 오류동 91-1 외 5,452 - 10~20년 미만

23 자동차검사소 서울시지정 영등포검사소 문래동6가 12 4,506 - 40년 이상

24 자동차검사소 문래자동차 정밀정기검사소 문래동6가 34-1 외 4,171 - -

25 자동차매매 서서울 모터리움 가양동 51-3 4,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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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형 부지명 위치 규모(㎡) 결정사항 건축 경과년수

26 자동차매매 가양오토갤러리 가양동 110-2 3,947 - 10년 미만

27 자동차매매 한길자동차종합타운 가양동 56-2 외 6,713 - 40년 이상

28 자동차매매 등촌자동차 매매시장 등촌동 15-7 외 7,814 - -

29 자동차매매 한성매매단지 등촌동 14-7 외 5,238 - 10~20년 미만

30 자동차매매 왕오토중고차매매상사 창2동 643-6 3,926 - 10~20년 미만

31 자동차매매 도봉중고차매매상사 도봉동 59-1 8,118 - -

32 자동차매매 SK엔카 중고차매매단지 양평동3가 96-1 4,761 - 10~20년 미만

33 자동차매매 GS카넷 중고차매매단지 양평동3가 86 외 4,636 - 30~40년 미만

34 자동차매매 영등포중고자동차매매시장 양평동1가 19 10,160 - 40년 이상

35 자동차정비소 타이어마트 가양점 가양동 54-5 5,364 - 40년 이상

36 자동차정비소 르노삼성자동차 서부사업소 가산동 327-29 4,817 - 10년 미만

37 자동차정비소 한국지엠 금천서비스센터 독산동 143-19 4,563 - 40년 이상

38 자동차정비소 현대자동차 북부서비스센터 방학동 708-2 5,677 - 30~40년 미만

39 자동차정비소 오토큐 도봉서비스센터 도봉동 78-12 4,005 - 10~20년 미만

40 자동차정비소 르노삼성자동차 도봉사업소 도봉동 58-7 7,498 - 10~20년 미만

41 자동차정비소 블루핸즈 한양자동차정비 창동 748-1 3,296 - 20~30년 미만

42 자동차정비소 블루핸즈 한독자동차정비 창동 749-16 3,333 - 10년 미만

43 자동차정비소 고진모터스아우디 성수서비스센터 성수동2가 301-102 4,628 - 10~20년 미만

44 자동차정비소 현대자동차 동부서비스센터 성수동2가 277-15 7,000 - 10~20년 미만

45 자동차정비소 르노삼성자동차 성수사업소 성수동2가 277-1 3,570 - 10~20년 미만

46 자동차정비소 한국GM 직영동서울서비스센터 성수동2가 278-1 6,253 - 40년 이상

47 자동차정비소 오토큐 성동서비스센터 성수동2가 279-29 5,069 - 10년 미만

48 자동차정비소 혼다자동차 성수서비스센터 성수동2가 273-13 10,059 - 40년 이상

49 자동차정비소 한국지엠 직영서울서비스센터 양평동4가 1-1 9,928 - 30~40년 미만

50 차고지 보성운수구로동차고지 구로동 145-17 외 4,562 - 30~40년 미만

51 차고지 신인운수가산동차고지 가산동 535-4 6,580 - 30~4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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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 방향

○ 준공업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의 산업, 경제의 중심이었고, 서울시민의 

일터와 삶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른 공장 감소에 의한 산업기반 쇠퇴, 건축물 

노후화 가속,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낙후된 지역

이라는 인식이 확대 

○ 그러나, 

- 저성장 시대의 진입 

-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 공업지역을 재생하고 제조업을 지원하여 도시성장을 실현하려는 세계 대도시들의 정책기조 

   등을 고려할 때 우리시도 준공업지역을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시는 ‘산업과 문화, 주거, 상업이 공생하는 복합산업지역’을 준공업

지역의 미래상으로 부여하고, 새로운 일터는 만들고, 기존의 일터와 삶터는 

가꾸어, 주민/종사자/기업이 함께 행복한 준공업지역 조성을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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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생과 활성화 방안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2-1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수립배경

○ 2009년에 수립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은 기존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

에서 탈피하여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

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의 틀을 마련한 성과가 있었음

○ 하지만, 현재는

- 공업지역을 재생하고 제조업을 지원하여 도시성장을 실현하려는 세계 대도시들의 

정책기조 

- 가로주택정비사업 신규 도입(’12.2.1), 도시재생법 제정(’13.6.4) 등 관련 법제도의 변경

-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은 준공업지역의 46%(정비발전구역)만 관리, 1만㎡ 

미만 부지의 정비방안 미흡, 산업정책과 연계 미흡, 주거밀집지역 관리 부족

- 준공업지역 내 산업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성 증대

- 준공업지역 내 허용되는 산업, 문화, 주거, 상업 등의 다양한 용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의 정비 요구

○ 그간의 여건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에 2009년 계획의 재정비 차원에서 서울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2030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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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의 주요내용과 추진현황

□ 주요내용 

○ 준공업지역 관리유형의 구분

지역의 종합적 여건과 개발압력을 고려하여 계획적 관리 유도

정비발전구역 > 계획관리구역 > 존치관리구역

구 분 공장혼재율

정비발전구역

산업집적지, 주공혼재지, 대규모 공장이적지 등 개발압력이 높아 전략적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

구체적인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계획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함

계획관리구역
공동주택지 또는 기타 용도로 이미 정비되어, 장기적 관점의

지역 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구역 의미
현재의 개발 상태를 유지하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관리 유도

존치관리구역 이미 타용도 등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지역

○ 준공업지역 정비유형의 구분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 수립시 대상지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 정비유형 선택

주공혼재지역은 산업정비형, 역세권 등은 지역중심형, 산업밀집지역은 공공지원형  권장

지역중심형의 경우 개발밀도 상승이 발생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해 결정

① 산업정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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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지원형

③ 지역중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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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을 적용하여 추진 중인 대상지는 우선정비

대상구역 4개소(도시환경정비사업), 대규모 부지(1만㎡이상)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5개소, 모두 9개소임

○ 우선정비대상구역(4개소)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

- 2개소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완료 

- 1개소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중

- 1개소(금천구 가산동 일대)는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 미추진 결정

○ 지구단위계획(5개소) : 1개소(대상공장 부지)는 사업완료, 

                       4개소는 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 중

○ 정비유형별로 산업정비형 4개소, 지역중심형 1개소, 공공지원형 1개소, 지역

중심형+산업정비형 3개소임

연번 부지명 면적(㎡) 추  진  현  황

1
구로구 신도림 

일대구역
(산업정비형)

197,565
○'12.05.0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12.10.25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5.10월 현재 : 사업시행인가 준비중

2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구역

(지역중심형+
산업정비형)

279,472
○'12.10.1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13.07.11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5.10월 현재 : 공장이주대책 검토중 

3

금천구 가산동 
일대구역

(지역중심형+
산업정비형)

191,271

○'10.05. : 정비계획 용역 착수
○'12.02. :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 토지등 소유자 34.6% 정비사업 반대 의견 제출
○'12.09. : 정비사업 수립 중지 (용역타절)

4
성동구 성수동 

일대구역
(공공지원형)

214,416

○'15.02.10 : 주민설명회 개최
○'15.03.20~04.18 : 주민공람 공고
○'15.05.01 : 성동구의회 의견청취
○'15.05.13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5.8.  : 정비구역 지정 요청(구→시)
○'15.10월 현재 : 구역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준비중

<우선정비대상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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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지명 면적(㎡) 추  진  현  황

1
구로구 

CJ공장부지
(지역중심형)

34,443
○'14.10. 2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5.10월 현재 : 세부개발계획 미신청

2
강서구

화이트코리아
(산업정비형)

59,968

○'10. 7. 8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3. 6. 7 :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

○'13. 9.25 : 공동주택 사용승인

3
강서구

CJ공장부지
(산업정비형)

105,762
○'12.10.25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고시

○'15.10월 현재 : 세부개발계획 미신청

4
영등포구

문래동부지
(산업정비형)

16,436
○'10. 7.29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1. 2.11 : 사업계획 승인

5

구로구 
서울남부교정
시설 이적지
(지역중심형+
산업정비형)

105,087

○'12.12.2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13. 7.16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3. 9. 5 :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

○'13.11.2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14. 1.16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5.10월 현재 : 토지소유자(LH공사)가 토지매각 추진중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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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의 정비유형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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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09년 계획 대비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특징

□ 2009년 계획과 비교하여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산업기반 

유지·강화, 용적률 기준 조정, 정비사업 다양화, 정비대상 확대, 정비기준 

완화 등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면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산업기반 유지·강화) 권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육성, 임대산업시설 확보대

상의 확대 및 확보방법의 다양화, 장소별 선도산업·보호산업 선정 등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용적률 기준 조정) 복합개발부지의 상한용적률 완화(400%→480%, 블록단위 

재생 시 지역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520%), 중소규모(3천㎡~1만㎡) 

부지의 주거도입 시 용적률을 산업비율에 따라 완화(250%→250~400%), 역세권 

내 주거기능밀집지역(공장비율 10% 미만)의 3천㎡이상 부지에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시 일정기간(3년) 용적률 완화(250%→400%) 등 적용

○ (정비사업 다양화) 전략재생형은 도시개발사업도 허용하고, 주거기능밀집

지역은 주거지역에 준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관련 법 개정 필요) 등의 다양한 정비사업 허용

○ (정비대상 확대) 산업재생형은 1만㎡이상 대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

방식 외에 3천㎡~1만㎡ 중소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주거와 산업의 입체적인 

복합을 허용하는 정비방식 신규 도입, 공장비율 10%미만의 주거기능밀집

지역에 대한 재생방안(주거재생형) 신규 마련

○ (정비기준 완화) 산업부지 내 산업지원시설의 비율 상향(20%→30%) 및 용도 

완화(30%중 1/3까지 기숙사 허용), 전략재생형의 임대산업시설을 산업부지에 

건축물로 부담 허용, 산업재생형의 임대산업시설 도입 허용, 산업단지의 산업

단지 계획에 따른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250%→4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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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존 정비유형과의 차이점

유형 구분 2009년 2015년

지역
중심형

(2009년)
▼

전략
재생형
(2015년)

정비대상 1만㎡이상 신청지중 검토 후 선정 1만㎡이상 신청지중 검토 후 선정
(SH공사의 참여 가능)

용적률 ▪산업부지 : 허용400%▪복합개발부지 : 기준210/허용380/상한400%

▪산업부지 : 허용400%▪복합개발부지 : 기준210/허용380/상한480%
  (블록단위재생시 지역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520% 완화가능)

전략시설 복합개발부지 연면적 20%이상
판매시설 등 전략유치시설 설치

전체부지 연면적 30%이상
(전략산업 20%+지역중심 10%)

임대산업시설 복합개발부지 허용용적률
증가분의 1/2을 토지로 확보

확보 방법 추가
(산업부지에 건축물로 부담 허용)

산업지원시설 산업부지 연면적 20%이하
기숙사 불허

허용비율 확대 : 30%이하
기숙사 허용(전체 1/3이내)

산업
정비형

(2009년)
▼

산업
재생형
(2015년)

정비대상 공장비율 10%이상인
  1만㎡이상 부지

공장비율 10%이상인 
3천㎡이상 부지

용적률
▪산업부지 : 허용400%▪공동주택부지 : 기준210/허용230/상한250
   (장기전세 포함시 300%)

▪산업부지 : 허용400%▪공동주택부지 : 기준210/허용230/상한250%
  (장기전세 또는 민간임대+임대산업시설 300%)

정비방식 공장비율에 따라 10~50%의 산
업부지 확보

▪1만㎡이상 : 공장비율에 따라 
10~50%의 산업부지 확보▪3천~1만㎡ : 산업/주거 비율에 따른 
용적률 차등적용(250~400%)

임대산업시설 -

희망 시 허용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신 민간임대주
택으로 변경할 경우 산업부지에 임
대산업시설 확보)

주거
재생형

정비대상

-

공장비율 10%미만인 부지

정비방식

▪입지특성에 맞는 주거지 정비 방
식 허용

▪일정기간(3년) 역세권에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립시의 용

적률을 400%까지 완화
  (3천㎡이상 부지) 

산업단지
재생형

G밸리

-

▪창조경제 중심의 융복합 산업거점 육성
  (구조고도화사업(7개소)+α)
▪특화가로 조성 및 활성화를 위

한 가이드라인 수립

온수
산업단지

▪단기적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영세업체 지원

▪중장기적으로 제조업기반의
  점진적 고도화

기숙사
용적률 완화

산업단지 계획에 따라서
기숙사의 용적률 400%까지 완화
(주거시설 외의 용도와 복합 허용)

산업지원시설 기숙사 허용(전체 1/3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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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생과 활성화 방안 수립과정

① 준공업지역 내 있는 2만6,113개 필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1,918개 업체 

관계자 방문조사 등을 통해 1,804개 기초블럭단위로 면밀한 준공업지역 실

태진단 및 DB구축

②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구 공무원 등이 참여한 

   58차례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案)” 마련

- 시장 주재 집중회의 (3회 : ’15.3.9/3.17/4.6),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자문(’15.6.10), 

시의회 의견청취(’15.9.4) 등 실시

③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案)”에 대한 대외발표(기자설명회) ( 15.10.13)

동아일보(’15.10.14) 한국일보(’15.10.14) 국민일보(’15.10.14)

④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대토론회(2회 : '15.10.15/10.22), 공무원 토론회('15.10.23) 

등 실시

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보완 과정을 거쳐 ’15.12월에 활성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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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공통사항]

3-1 공장 및 공장이적지의 정의

□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공동주택 개발을 제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제55조, 별표2에 따라 공장부지(이적지 포함)

를 계획적으로 관리

○ 도시계획조례 제35조는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에 관한 

규정

○ 별표2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 시 

공장의 범위, 산업부지 확보비율, 산업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에 관한 규정

1. 공장부지의 정의 : 공부자료(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기준으로   

계획입안(주민공람)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20호 바목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

정비공장 

다.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써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2. 공장이적지의 정의

2008.1.31. 당시에 공장부지였지만 현재는 공장의 이전 또는 용도변경된 부지

3. 산업부지 확보비율 산정 시의 공장부지의 정의

2008.1.31. 기준으로 공부자료(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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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범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장

가. 표준산업분류표 중 제조업

나. 500㎡ 이상 공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20호 바목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

가. 창고시설

∙ 독립된 용도를 가지는 건축물로써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 가능

나.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

∙ 독립된 용도가 아닌 임의용도(호가 아닌 목으로 정의됨)를 가지는 건축물로써 건축물

대장으로 일부 확인가능

3.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

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가. 나대지

∙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필지를 확인하여 추출

나. 주차장

∙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허가대장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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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장비율의 산정방법

○ 한 필지 내 공장 외의 용도가 있을 경우 연면적 비율로 공장면적 산정

1. 혼재시의 공장면적(A) = (공장 연면적 ÷ 전체 건축물연면적)×1필지 면적

※ 지하 주차시설 연면적 제외

2. 순수 공장면적(B) = 지목이 공장용지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3. 구역 내 공장면적 = ∑A + ∑B

4. 공장비율

공장비율  구역 면적  국공유지 면적
    

× 

※ 국공유지 : 토지대장상 국공유지

  [예시] 순수 공장(2개 필지), 공장 혼재(2개 필지, 적색), 비공장(2개 필지)

     

▮ □▮ 1필지 대지면적 : 100㎡
  ▮  :   공장 연면적 (30㎡)
  □ : 비공장 연면적 (50㎡)
∑A = 37.5×2 = 75
∑B = 100×2 = 200
혼재도 : 275/600=45.8%

▮ □

□▮ □

∙ 공장 혼재 필지의 공장면적 : { 30 / (30+50) } × 100㎡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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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방법

□ 전략재생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전략재생형으로 선정된 경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

로 간주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전략재생형은 3-20(전략재생형 대상지역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  

□ 그 외 재생유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 전략재생형 이외의 대상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시

환경정비예정구역(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정 절차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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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생유형과 유형화 기준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은 정비발전구역(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 

정비가 요구되는 구역), 계획관리구역(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 환경정비가 

요구되는 구역), 존치관리구역(개발완료 구역으로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구역) 

중에서 정비발전구역(준공업지역 전체의 약 46%)만을 대상으로 3개 정비유형

(지역중심형, 산업정비형, 공공지원형)을 적용하여 관리

○ 금회에는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 재생형의 맞춤형 재생유형 마련

○ 전략재생형은 산업거점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산업육성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생형은 주거산업혼재지역에 주거와 산업의 공생을 위해, 

주거재생형은 주거기능밀집지역에 직주근접형 주거공간으로 재생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형은 노후화되어 재생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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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산업정책과 공간계획 연계방안[전략/선도/보호산업 선정방법 및 선정]

□ 전략산업

○ 서울시 상위계획상 산업정책 방향(2030 서울플랜, 경제비전 2030 등)을 검토

/수용하고, 경제진흥본부의 미래유망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권역별 

준공업지역 전략산업 선정

<권역별 전략산업 선정 방법>

○ 선정결과

- 강서권역 : 마곡과 연계된 창조문화산업

- 영등포권역 : 글로벌 금융과 연계한 MICE/문화산업

- 금천권역 : G밸리와 연계한 R&D 기반의 IoT+제조업

- 구로권역 : 경인산업축과 연계한 ICT+제조산업

- 성동권역 : 대학과 연계한 R&D, IT산업, 수제화 등 특화산업

- 도봉권역 : 창동상계 신산업과 연계한 컨텐츠/문화산업

○ 전략재생형은 부지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이상을 전략산업으로 확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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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전략산업 선정 결과>

□ 선도/보호산업

○ 산업실태조사 DB를 기초로 Industry Targeting Analysis를 통해 지역에 특

화된 선도산업과 보호가 필요한 보호산업을 행정동별로 선정

 Industry Targeting Analysis : 입지상(Location Quotient) 분석, 고용성장률, 변화

-할당(Shift Share) 분석을 포함 3단계로 분석

⦙
지역특화(입지상분석으로 특화산업 식별) 

⦙
고용성장률(고용측면에서 성장과 쇠퇴산업 식별)

⦙
지역할당효과(산업의 비교우위 성장을 측정하여 선도, 보호산업 등 식별)

 선도/보호산업 선정기준

- 선도산업 : 지역특화(LQ)>1, 고용성장률(Growth>0), 지역할당효과(RS>0)

- 보호산업 : 신흥산업-특화(LQ<1), 고용성장률(Growth>0), 지역할당효과(RS>0)

            비특화성장산업-특화(LQ<1), 고용성장률(Growth>0), 지역할당효과(RS<0))

            특화쇠퇴산업-특화(LQ>1), 고용성장률(Growth<0), 지역할당효과(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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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계획에 지역별로 전략산업/선도산업/보호산업을 포함시켜, 재생사업 

추진 시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마련

<선도 및 보호산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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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산업실태 조사방법 및 활용계획

□ 조사방법

○ 산업실태(지역산업생태계)조사는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밀한 산업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산업실태조사와 지역산업

생태계조사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1단계) 산업실태조사 : 준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연관지역의 산업경제

환경을 이해하고, 산업정책과 공간계획의 연계를 위해 준공업지역 전체 도시

산업*의 기초데이터 구축

 도시산업 : 서울시의 높은 임대료를 산업경쟁력 또는 집적화(유통망연계 등) 등으로 

극복할 수 있고, 도시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군

○ (2단계) 지역산업생태계조사 : 산업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산업생태계 집적

지역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토착산업의 보전/활성화를 위한 심층 

조사

 조사대상 : 3개지역 4개업종

- 영등포구 문래동 금속제조·가공산업

- 구로구 온수산업단지 기계·금속산업

- 성동구 성수동 인쇄산업, 수제화산업

□ 활용계획

○ 산업실태조사는 준공업지역 전체지역에 대해서 필지단위 전수조사를 실시

하였고, 이를 기초블럭* 단위로 데이터베이스화(준공업지역 전체 1,804개)하여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초블럭 : GIS 분석단위로 서울시 전체가 약 6.6만개로 구성(평균면적 약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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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생태계 조사결과[산업생태계별로 일반현황, 업태, 해당업종의 공정체계, 

업체 간 분업(연계)체계, 해당 산업생태계의 취약고리와 지원요청사항 등]는 

생태계 취약고리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산업정책+공간계획)을 마련하여 

영세/토착산업이 집적화된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기초데이터로 활용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UPIS(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와 연계하여 향후 

산업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UPIS :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서울특별시에서 구축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과정의 조서 및 도면 등의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GIS기반의 시스템임

 데이터베이스 : 기초블럭 단위로 사업체, 도시계획사항, 토지, 건축물, 기반시설의 

5개 분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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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역산업생태계 조사결과 및 활용방안

□ 지역산업생태계 조사결과

○ 영등포구 문래동 금속제조/가공산업 

- 전체 2800개 업체(금속제조/가공업), 임대공장 88%

- 업태 : 제조업체-임가공업체-재료판매업태로 구성

 생태계 특성 

- 중소기업간 다양한 공정형태로 수평적 협업체계 구축

- 생산네트워크가 지역 내 밀집, 빠른 작업속도, 운송비 저렴

- 환경조형물 예술네트워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지원기능 입지

- 인접지역(신도림, 공구상가 등)과 밀접한 전후방 연계 관계 형성 

 생태계 취약고리 

- 단순히 생산과정에만 특화된 구조

- 상품개발, 마케팅/영업부분 취약, 생산보조활용 등 기능은 미흡

○ 성수동 수제화산업 

- 전체 600개 업체, 6,000명 종사(국내최대 구두업종 밀집지)

- 업태 : 부자재-제조(6개공정)-판매/유통 업태로 구성

 생태계 특성 

- 연관 업태(부자재 등) 집적으로 생산의 협업체계 구축

- 수제화 육성 정책지원으로 기술교육, 판로구축 등 기반마련  

- 디자인/유통거점 (동대문)지역과 기획 및 생산공정의 분담구조

 생태계 취약고리 

- 도급제 하청구조로 숙련전문인력의 양성 한계

- 저부가가치형 생산구조(대형브랜드 및 유통업체 납품구조)

- 디자인인력, 비교적 대형조직 중심의 지원정책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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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 인쇄산업 

- 전체 598개 업체, 4,969명 종사(인쇄산업 3대 집적지 중 하나)

- 업태 : 대규모 옵셋인쇄 공장 중심 업태로 구성(기획, 디자인기능 無)

 생태계 특성 

- 강남(기획), 성수(인쇄), 충무로(부자재업체)와 협업체계

- 성수동내 자기완결적 생산네트워크는 미흡

- 소품종 저가의 인쇄물을 대량생산하는 옵셋인쇄 중심 

 생태계 취약고리 

- 소품종 대량생산의 저가부가가치형 인쇄생산

- 기획사와 부자재(지업사 등) 업체가 외부에 위치

- 고부가 고급/특수인쇄 및 후가공 업태의 부족  

○ 온수동 기계/금속산업 

- 전체156개 업체, 1,918명 종사

- 업태 : 각 업체별 생산품에 따른 개별적 업태로 구성

 생태계 특성 

- 산단 내 업체 간 수직 또는 수평적 네트워크 미약  

- 양극화된 산업구조(중견기업, 영세기업)로 이원화

▹ 중견기업 : 기계설비 완제품 생산/공급(회원사 28%)

▹ 영세기업 : 기계생산과정 말단부, 저가소량부품 생산공급(72%) 

 생태계 취약고리 

- 산단 내부 또는 주변지역(경인축)과 산업적 네트워크 단절

▹ 중견기업 : 수도권, 지방 등과 연계된 전국단위 생산/판매 네트워크 

▹ 영세기업 : 소규모로 경인축 산업기능과 네트워크 유지  



- 31 -

□ 지역산업생태계 조사결과 활용방안

○ 산업생태계 일반현황, 업태, 해당업종의 공정체계, 업체 간 분업(연계)체계, 

해당 산업생태계의 취약고리와 지원요청사항 등은 맞춤형의 지원정책(산업

정책 + 공간계획)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특히, 온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시 이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점진적 고도화 및 영세산업의 보호/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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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영세(토착)산업 보호·육성방안

○ 임대산업시설 공급확대를 통한 저렴한 산업공간 확충

- 임대산업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확보대상사업의 범위확대, 확보방식의 다양화

▹ 확보대상사업 : 종전 지역중심형만 확보 ⇒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대규모재생형)

▹ 확보방식 : 종전 토지확보 ⇒ 산업부지 내 건축물(토지지분 포함)로 확보 허용

○ 노후영세제조업 밀집지역 재생시 영세제조업 보호대책 마련 도모

- 재생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경제진흥본부 등) 사전협의

- 선도/보호산업 조사결과 등을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 중 준공업

지역의 세부계획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산업)생활계획에 반영

- 선도/보호산업 밀집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추진 시 산업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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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산업문화유산 보호방안

○ 산업문화유산은 근대화(공업화)에 공헌하여 온 역사적, 사회문화적, 미학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보전 및 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

○ 산업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유산 잠재자원 목록을 

DB화(서울시 미래유산, 역사문화경관계획, 1980년 이전 공장 및 창고 등)하여, 

개별 사업추진 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산업문화유산에 대하여 특성에 따른 

보호방안 마련

○ 추진절차 

① 산업문화유산 잠재자원 목록 DB화 : 서울시 미래유산 검토자원, 역사문화경관계획 

역사문화경관형성 건축물, 1980년 이전 공장 및 창고

② 사업대상지에 산업문화유산 잠재자원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 실시 및 

보호방안(안) 마련

③ 산업문화유산의 보호 필요성 및 보호방법 검토(문화정책과, 미래유산보존위원회 등)

④ 계획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시 구체적인 보호방법 및 인센티브 결정

○ 산업문화유산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부지 용적률체계 적용시 기준/허용

/상한용적률의 3단계 용적률체계를 적용하고, 원형 보전이나 흔적남기기 등의 

보호방법에 따라 허용용적률 적용

 산업문화유산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용적률체계 예시

- 일반적인 산업재생형 : 허용 400/상한 조례기준에 따름

- 산업문화유산 보전 시 : 기준/허용/상한 체계 적용 

  (기준용적률은 350%를 원칙으로 산업문화유산 보전방식에 따라 400% 이하에서  

별도로 기준용적률을 설정할 수 있음. 허용용적률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의 역사흔적남기기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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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용적률 산정방식 예시

-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전 : 기준용적률 × 0.3 이내

- 건축물의 원형 및 형태 보전 : 기준용적률 × 0.2 이내

- 역사흔적 남기기 : 기준용적률 × 0.1 이내

○ 산업문화유산 보호 시 인센티브 부여 

- 산업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부지는 산업부지 면적으로 인정 가능

- 보호방식에 따라 기반시설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확보기준 총량의 1/2이내까지 완화

가능

- 필요시 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 가능

※ 인센티브 부여범위는 산업유산의 유형, 보전가치, 보전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 시 결정

○ 산업문화유산의 보호여부는 관련부서(문화정책과 등) 협의(필요시 미래유산보

존위원회 자문),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가 결정된 

유산은 계획수립 시 보호계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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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재생형의 경우 산업유산보전 필요시 기반시설(주제공원 등)에 포함하여 보전 가능

<준공업지역 내 산업문화유산 잠재목록 분포 현황도>



- 36 -

3-10 문래동 예술창작촌 등의 특화공간 보호방안

○ 문래예술창작촌은 자생적 예술커뮤니티가 형성된 문화·사회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보전 및 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

○ 대규모 정비사업 등 시행 시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예술커뮤니티의 축출이 

우려되므로 기존 예술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선행 필요

○ 따라서, 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행한 면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지원사업 등을 보다 활성화하여 예술커뮤니티의 강화 및 특색있는 

산업문화공간으로 육성 및 보호

 기존 지원사업 예시 

- 영등포구, 2015 문래공공예술 지원사업 (예산지원)

-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과 관리),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등

※ 서울문화재단의 문래동 예술창작촌 지원현황(2015.10월 기준)

1) 문래예술공장 운영 (2010∼)

2)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매년진행)

- 2015년, ‘문래의 언어’ 사업으로 1천3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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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임대산업시설(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확보 및 활용방안

□ 충분하고 실질적인 임대산업시설 확보를 위하여 확보대상의 확대, 확보

방식의 다양화

○ 확보대상 : 종전 지역중심형만 확보 ⇒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대규모 재생형)

○ 확보방식 : 종전 토지확보 ⇒ 건축물(토지지분 포함)로 확보 허용

□ 전략재생형 확보방안

○ 복합개발부지 개발 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150%)의 

1/2(75%)에 해당하는 토지지분 만큼을 별도의 임대산업시설 부지로 확보 

 - 별도 임대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는 경우 해당부지 기부채납

○ 또는, 산업부지 내 건축물(건축물+토지지분)로 확보하는 방식 중에서 사업

시행자가 선택

 - 산업부지 내 건축물로 확보하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지분을 인수자에게 처

분(무상양여)함. (토지지분은 기반시설 순부담에 미포함하고, 상한용적률 산

정시에도 미포함) 

① 별도 임대사업시설부지 확보 시 면적 산정방법 

○ 임대산업시설을 별도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75%)을 복합개발

부지의 허용용적률(380%)로 나눈 비율에 복합개발부지의 면적을 곱해 토지

면적으로 계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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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재생형의 임대산업시설(토지 제공방식) 공급(예)]

1) 사업여건 : 공장이전지, 사업면적 11,111㎡, 지하철과 간선도로 연접

2) 토지이용계획(초안)

 ① 기부채납 : 순부담 10% 1,111㎡

 ② 대지면적 : 10,000㎡ (산업부지 5,000㎡ + 복합개발부지 5,000㎡)

  3) 복합개발부지의 밀도계획

 ① 허용용적률 380% (임대산업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150%, 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 20%)

 ② 상한용적률 434.9%[허용용적률 380%+380%×1.3×(1,111/10,000) = 434.9%]

4) 임대산업시설 제공 부지면적 : 987㎡

 ① 임대산업시설 인센티브 중 1/2인 75%에 대해 380%에 대한 비율로 계산

    → 복합개발부지 내 임대산업시설 용적비율 : 75% ÷ 380% = 19.74%

    → 복합개발부지 5,000㎡ 중 19.74%의 지분면적 : 987㎡

 ② 임대산업시설 987㎡는 토지이용계획에 먼저 반영한 후, 나머지 사업부지를 공장비율에 

 따라 산업부지와 복합개발부지로 구분

5) 토지이용계획(최종)

 ① 기부채납 : 1,111㎡, 

 ② 임대산업시설 부지 : 987㎡

     ③ 사업부지 : 9,013㎡ (산업부지 4,506.5㎡, 복합개발부지 4,506.5㎡)

② 산업부지 내 임대사업시설 연면적 산정방법 

○ 임대산업시설을 건축물로 확보하는 경우 임대산업시설부지의 가액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토지지분을 인수자에게 처분(무상양여)해야 하며, 이 때의 토지지분은 

순부담과 상한용적률 산정시에 미포함

○ 임대산업시설부지의 가액 산정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 임대산업시설부지의 가액에 해당하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시 지식산업센터, 임대

주택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건축물 용도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는 해당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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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산업시설부지의 가액 전체를 건축물로 기부채납하고,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지분을 추가

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토지지분은 순부담에 포함 가능하고, 상한용적률 산정시는 미포함

[전략재생형의 임대산업시설(건축물 제공시) 공급(예)]

1) 임대산업시설 제공 부지면적 산정 : 임대산업시설 토지 제공방식과 동일

  - 임대산업시설 제공 부지면적 적용 예시 : 987㎡

2) 임대산업시설부지의 가액산정 (공시지가 활용 산정시)

  - 임대산업시설부지의 면적 : 987㎡

  - 산정방식1) = 부지면적 X 건축허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X 부지가액 가중치2)

 → 부지면적 987㎡ X 개별공시지가 2,480,000원/㎡ X 가중치2) (2배) = 4,895,520,000원

  주1)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주2) 부지가액 가중치 : 3개 이상 유사사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배 적용 

3) 건축물로 확보하는 임대산업시설의 제공면적(토지지분 포함) 산정

- 제공면적 = 부지가액에  해당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제공(토지지분 포함)

- 건축물 제공에 따른 건축비 산정 : 임대산업시설 바닥면적 X 표준건축비3)

 주3)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건축물 용도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는 해당 기준을 적용

- 토지지분 토지가액4) : 해당공유지분면적 X 건축허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X 부지가액 가중치 

 주4) 부속토지 토지가액은 2)부지가액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하여 산정

※ 임대산업시설부지의 가액 전체를 건축물로 기부채납하고,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지분을 추가적 

 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토지지분은 ‘순부담’에 포함 가능하고, 상한용적률 산정시는 미포함

4)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 1,111㎡, 

                사업부지 10,000㎡(산업부지 5,000㎡, 복합개발부지 5,000㎡)

                ※ 산업부지내 건축물로 임대산업시설(건축물 + 토지지분 포함) 제공

□ 산업재생형 확보방안

○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부지의 완화 용적률(250

→300%)의 1/2이상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산업부지내 건축물(토지지분 포함)로 임대산업

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인수자가 매입하고 토지지분은 

인수자에게 무상양여(순부담에 포함 가능하며 상한용적률 산정시는 미포함)하는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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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건축비는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건축물 용도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는 해당 기준을 적용

[산업재생형의 임대산업시설 공급(예)]

1) 공동주택부지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건립하는 용적률 : 25%

  - 공동주택부지 용적률 50%까지 완화 :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완화량 1/2확보(25%)

2) 산업부지 내 임대산업시설 용적률 : 25%

  - 공동주택부지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용적률 25%와 동일한 용적률 확보

※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인수자가 매입하고, 토지지분은 인수자에게 무상양여[순부담

(10% 이상)에 포함 가능하고 상한용적률 산정시는 미포함]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기업형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단,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준주택 제외) 

 임대산업시설 확보기준 :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25% = 산업부지의 용적률(임대산업

시설 용적률)로 25% 확보 원칙

 임대시설 확보 시 산업부지의 용적률은 임대산업시설 용적률을 포함하여 400%이하가 

되도록 계획(단, 기부채납 등의 인센티브 항목을 통한 용적률 완화는 별도 적용)

<임대산업시설 확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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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 확보되는 임대산업시설은 영세/토착산업의 수용, 청년창업공간, 순환용 임시

작업공간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 기타사항

○ 위원회 심의 시 임대산업시설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시설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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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산업부지의 허용용도

□ 산업부지의 정의

○ 산업부지는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의하여 공장비율(10~50%)에 따라 확보되는 

부지로 산업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이 입지

사업구역내 공장비율
(2008.1.31 기준)

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 부지 
확보비율

비  고

10~20% 미만 10% 이상

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20~30% 미만 20% 이상
30~40% 미만 30% 이상
40~50% 미만 40% 이상

50% 이상 50% 이상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

 

□ 산업부지 허용용도

○ 산업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 산업지원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지원시설

※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주차장면적 제외)의 30% 이내 설치가능(기숙사는 

산업지원시설 연면적의 1/3이내 허용)



- 43 -

※ 산업지원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14 및 조례 제35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산업시설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각각은 전체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30%이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 제10호 다목 직업

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은 제외), 라목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원격 교습하는 것은 

제외), 바목 도서관,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해당 산업시설에 입주한 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시설만 해당), 제7호나목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대규모 판매

시설은 제외, 해당 산업시설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는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1/3이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물류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제

18호라목 집배송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아래의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은 전체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30%이내)

▹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

하는 상점으로서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1/10이하인 시설)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지원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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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준공업지역 내 기숙사 관련 규정

□ 당초 규정

○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라 공장부지(이적지)를 포함하여 준공업지역 내 

기숙사는 입지가능하나, 조례 제55조에 따라 용적률은 250%이하로 관리

 기숙사는 별도부지로 구분해 용적률 250%까지 건축 가능함 

□ 변경 규정

① 산업단지 외 지역

○ 산업부지 내 산업지원시설 비율을 확대(20→30%)하고, 기숙사를 산업지원

시설 연면적의 1/3까지 허용 

 산업부지 내 산업지원시설로 별도부지 구분 없이 기숙사 도입 허용

○ 역세권 내 주거기능밀집지역(공장비율 10%미만)에서 3천㎡이상 부지에 기

숙사 건축 시 용적률 400%까지 한시적 허용 

 적용대상 : 역세권(반경 500m이내) 내 공장비율 10%미만(주거기능밀집지역)인 3천㎡ 
이상 부지

※ 역세권 범위 : 철도역의 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 건축물 전체가 기숙사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적용기간 : 3년간 한시적 허용
 

② 산업단지

○ 산업단지 관련계획에서 기숙사 또는 기숙사와 지원시설의 복합이 허용될 경우 

용적률 400%까지 허용

- 단, 기숙사와 주거시설(공동주택,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이 복합되는 
경우는 250% 적용

○ 산업지원시설 연면적의 1/3까지 기숙사 허용  

□ 기대효과

○ 준공업지역 내 기숙사 공급확대를 통해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야간공동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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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준공업지역 내 임대주택 관련 규정

□ 당초 규정

○ 도시계획조례 제35조 및 제55조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임대주택 도입 시 

개발 가능한 용적률을 완화(250→300%) 

 공동주택부지에서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확보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250→

300%)

 용적률 완화분(50%)의 1/2은 장기전세주택 확보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 

  2.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노인

복지주택·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 변경 규정

○ 산업재생형에서 공동주택부지 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장기전세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사업시행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허용 

 「장기전세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공동주택부지)+임대산업시설(산업부지 공공매입)」 

방식을 사업시행자가 선택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기업형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단,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준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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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생형 건축물 제공방식 임대산업시설의 공급(예)]

1) 공동주택부지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건립하는 용적률 : 25%

  - 공동주택부지 용적률 50% 완화 :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완화량 1/2 확보(25%)

2) 산업부지 내 임대산업시설 용적률 : 25%

  - 공동주택부지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용적률 25%와 동일한 용적률 확보

※ 단,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공공매각하고,  토지지분은 무상양여[기반시설(10%)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역세권내 주거기능밀집지역(공장비율 10%미만)에서 3천㎡이상 부지에 임대주택 

건축 시 용적률 400%까지 한시적 허용 

 적용대상 : 역세권(반경 500m 이내) 내 공장비율 10%미만(주거기능밀집지역)인 3천㎡ 

이상 부지

※ 역세권 범위 : 철도역의 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허용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용도복합 허용

 적용기간 : 3년간 한시적 허용

□  준공업지역 임대주택 관리방안

○ 준공업지역내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건축시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를 도입

하면서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적용

○ 준공업지역내 임대주택 건축시의 용적률

 - 역세권(사업부지 면적의 1/2이상이 철도역의 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경우)내 공장비율 10%미만인 3천㎡이상 부지의 경우는 

용적률 400%까지 건축 가능(단, 임대주택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준주택’은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경우는 

용적률 400%까지 건축 가능

 - 그 외의 지역은 용적률 300%까지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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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업지역내 임대주택 건축시 공공기여

 - 사업대상자가 공장비율 10%미만의 부지는 순부담으로 부지면적의 10%이상을 

공공기여로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공장비율 10%이상의 부지는 순부담으로 부지면적의 15%이상을 

공공기여로 제공하여야 함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계획용적률이 400%미만인 경우는 그에 

따라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10%이상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공장비율 10%이상인 부지의 공공기여는 임대산업시설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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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 7개소(′15.10월 기준)

○ 산업개발진흥지구 : 1개소(성수IT)

○ 특정개발진흥지구 : 6개소(중구 금융, 마포구 디자인, 영등포구 금융, 종로구 

귀금속, 서초구 R&D, 동대문 한방)

지 구 명 위        치 면적(㎡) 고시일자

산업개발진흥지구 성동구 성수동2가3동 277-28번지 일대 539,406 ‘10.1.28(서울시)

특정개발
진흥지구

금융 중구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

디자인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

귀금속 종로구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

금융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

R&D 서초구 우면동 167-2번지 일대 59,822 ‘10.1.29(국토부)

한방바이오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211,355 ‘13.7.25(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현황(′15.10월 기준)>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원사항

○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완화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 권장업종 용도로 활용할 건물에 한해 용적률 완화(120%). 단,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에는 권장업종 유치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권장업종 비율 50%이상 40%이상~50%미만 30%이상~40%미만 20%이상~30%미만

적용 비율 120% 115% 110% 105%

*출처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 자금융자(「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권장업종 사업자 경영안정자금, 입주자금 등 우선 융자

○ 시비 직접투자(「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지구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분담 및 자구노력 병행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적률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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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체계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용적률 - 400% 도시계획조례 적용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권장업종 도입 시 법정용적률의   

    1.2배 범위 내 차등하여 완화 가능

- 권장업종 연면적(주차장제외) 비율(20~50%)에 따라 용적률 완화 차등 적용 

구분 50%이상 40~50% 30~40% 20~30%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완화

480% 460% 440% 420%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공공기여 인센티브 산정 : 허용용적률 X (1 + 1.3 X α) 이내

    (개발진흥지구 권장용도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은 상한용적률 산정 시는 미적용)

○ 권장업종 도입에 따른 완화용적률은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용적률 

산정 시에는 미적용

【상한용적률 산정예시】 

  기반시설 10%, 권장용도로 연면적 50%이상 확보 시

   - 권장용도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 : 80%

   -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400 % X (1 + 1.3 X α) = 57.7%

   - 상한용적률 : 400% + 80% + 57.7% = 537.7%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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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지정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

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

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4.10>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

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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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축규정 비교

○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 개발밀도, 건축법상 기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준공업지역이 상대적으로 건축행위 또는 개발행위를 용이

하게 할 수 있음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지정목적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관련기준 비교 

구 분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제2종

(7층 이하)
제2종 제3종

허용용도
운영방식

불허용도 제시방식 허용용도 제시방식

건축가능용도* 28개 용도 중 21개 허용 3개 7개 7개

개발밀도

400%이하

(공동주택 250%이하)

※임대주택 포함 시 300%

150%

200%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250%이하)

250%

※임대주택 

포함시 300%

높이제한 제한없음 4층 이하 7층 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건축법
 적용사항

공동주택 건축 시

인동거리, 대지 내 공지, 

채광방향 기준만 적용

-

공동주택 건축 시

인동거리, 대지 내 공지, 채광방향

일조권, 정북방향

 * 건축가능용도 : 건축법 상 용도 중 조건 없이 건축 가능한 용도 기준임

   불허용도 : 숙박, 묘지,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4개 용도는 전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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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건축법 기준 비교

참고자료 2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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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준공업지역 지정 및 해제 기준

○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의 중요한 생산공간이며,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

성장거점인 산업단지가 지정 가능한 공간임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대도시들도 3차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해외진출 제조업체의 국내 복귀유도 정책)

처럼 공업지역 기반을 유지하면서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폭넓은 의견수렴 거쳐 수립된 우리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

에서도 준공업지역 면적총량 유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는 준공업지역의 추가

지정을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기반 유지, 新성장거점의 육성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준공업지역 면적총량 유지는 필요하고, 준공업지역 지정 및 해제기준에 따른 

신중한 관리 필요 

【준공업지역 면적 총량 유지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 준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의 준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면적

이상의 기존 준공업지역 해제 시에만 추가지정 가능

 ∙ 「2030 서울플랜」 : 준공업지역 면적총량 유지

준공업지역은 미래 신산업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면적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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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준공업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 선정기준

□ 기본조건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정합성 확보

- 주변 용도지역과 도시관리 차원의 정합성 확보(용도지역 혼재 최소화)

○ 일정규모 이상, 정형화된 형태의 부지 선정

○ 대체지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면적 총량 감소 최소화

□ 준공업지역 지정 대상지 선정기준

○ 산업우세지역으로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곳

○ 산업단지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곳

□ 준공업지역 해제 대상지 선정기준

○ 1순위 : 도시계획시설인 국공유지

- 반영구적으로 산업 외의 용도로 전환된 1만㎡이상 부지(필요시 5천㎡이상)

○ 2순위 : 국공유지

- 반영구적으로 산업 외의 용도로 전환된 1만㎡이상 부지(필요시 5천㎡이상)

○ 3순위 : 기타 지역

- 사유지 중 반영구적으로 산업 외의 용도로 전환된 지역(주거전환지역 등)

* 준공업지역 해제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는 사업의 공공성, 시급성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순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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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지역 비고

1순위
(도시

계획시설인 
국공유지)

1. 도시계획시설인 국공유지로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

 1.1 1만㎡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인 국공유지

 1.2 5천㎡이상 1만㎡미만인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또는 용도지역 경계 정형화를 

    위한 사유지 일부 포함 가능(전체 10%이내)

용도지역 혼재방지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해
타 용도지역 연접한  

지역에 대해
우선해제 검토

+
용도지역의 Spot 

Zoning
최소화

2순위
(국공유지)

2. 국공유지로 준공업지역으로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

 2.1 1만㎡이상인 국공유지

 2.2 5천㎡이상 1만㎡미만인 국공유지

※ 국공유지 둘러싸인 사유지 또는 용도지역 경계 정형화를 

   위한 사유지 일부 포함 가능(10%이내)

3순위
(기타 지역)

3. 사유지 등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 

 3.1 공동주택 단지(1만㎡이상, 반영구적으로

     주거용도로 전환된 지역)

 3.2 산업(공장)기반이 없고, 타 용도(상업, 

     업무, 저밀주거 등)로 전환된 지역(1만㎡ 

     이상, 반영구적으로 타 용도로 전환된 지역)

<준공업지역 해제 대상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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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대규모 산업유통시설 관리 및 재생방안

□ 산업유통시설 현황

○ 준공업지역은 저렴한 지가, 대규모 부지 등의 장점이 있어 대규모 산업유통

시설(3천㎡이상)이 총 51개소가 입지해 있으며, 그 중 기계공구상가는 10개

소가 있음

- 도시계획시설 : 유통업무설비(4개소), 시장(2개소)

- 개별입지 : 4개소

□ 산업유통시설 관리 및 재생방안

○ 도시계획시설 여부에 따라 관리 및 재생 추진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추진

▹ 시설유형, 대상지의 규모, 산업유통시설의 수요 등 대상지별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시장정비사업 등을 선택 적용

(기반시설 순부담 10%이상)

- 비도시계획시설 : 주변기능과 정합성(연계성)을 고려한 관리/정비

▹ 주변의 산업기능과 연계(생태계 연결고리)된 경우 산업유통기능 유지/활성화

▹ 기존 산업유통기능(주기능)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복합 허용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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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준

구 분 기 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① 주시설과 부대편익시설 기준[건축물 연면적(주차장제외)기준]
- 해당 시설의 현황 시설비율(ex-시흥유통업무 주시설/부대편익시설 31:69)을 

고려하여 주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편익시설을 설치

② 허용용도 기준
- 주시설 : 도시ㆍ군계획시설 자체의 기능발휘를 위한 시설로 부대ㆍ편익시설을 

제외한 시설
  [예시 - 전문상가(산업유통), 공동집배송센터, 창고 등]
- 부대시설 : 주시설의 기능 보조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예시 - 사무소, 점포, 주차장, 종업원용 기숙사, 주유소,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금융시설·
교육시설·정보처리시설]

- 편익시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자 및 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

  [예시 - 은행·휴게실·식당·약국 및 다방]
※ 기타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③ 용적률 계획기준 : 산업부지 기준 준용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①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 기준[건축물 연면적(주차장제외)기준]
- 해당 시설의 현황 시설비율(예 : 시흥유통업무 주시설/부대편익시설 31:69)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도시계획시설 설치

② 허용용도 및 배치계획 기준[건축물 연면적(주차장제외)기준]
 가. 도시계획시설 : 기존 산업유통시설 연면적 이상 확보
 - 주시설 : 전문상가(산업유통), 공동집배송센터, 창고
 - 부대시설 : 주시설의 기능 보조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사무소, 점포, 주차장, 종업원용 기숙사, 주유소, 「대기환경 보전법」 제58
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
정보처리시설)

 - 편익시설 : 은행·휴게실·식당·약국 및 다방

나. 비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허용
 - 도시계획시설 내 주시설, 부대편익시설을 제외한 준공업지역 내 허용
   용도(단, 대규모 판매시설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 일자리 및 산업기반 확대를 위한 산업시설 입지 권장

다. 용도별 배치계획 기준
 - 산업유통시설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해당용도를 우선적 고려하여 공간계획 수립 

(기존 산업유통시설 연면적이상 의무적 확보)
 - 산업유통시설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상의 가능시설을 비

도시계획시설로 허용
 - 복합기능간 상호적합성, 물리적 설치가능성 등 고려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소음진동 등 환경적 쾌적성을 기본적으로 고려 
※ 기타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③ 용적률 계획기준 : 산업부지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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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

구 분

대지

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

률

(%)
주용도

주시설/

부대

편익시설

비율

(전체기준)

건축물

(지상층/

지하층

건축물동수)

사용승인
점포

(개)

공실률

(%)

유통

업무

설비

시설

시흥유통상가 125,654
153,068

(134,163)
47.4 105.0

판매시설,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31 : 69

3층 / 1층

38개동
1987.9 3,701 -

영등포

유통상가
28,071

75,268

(45,297)
46.2 208.2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78 : 22 

8층 / 2층

2개동
1987.12 1,400 25.0*

구로중앙

유통단지

75,377 380,703

(131,851)
50.6 174.9 판매시설, 업무시설 69 : 31

10층 / 3층

10개동
1996.12 3,388 1.18

구로기계

공구상가
74,725

94,073

(79,162)
54.8 127.7

점포, 사무실
주차장, 창고

58 : 42 
3층 / 1층

43개동
1993.5 2,119 0.17

시장

고척산업용품

종합상가
35,342

50,887

(34,532)
- 109.7 시장, 사무실 -

3층 / 1층

4개동
1986.11 - -

영등포종합

기계상가**
7,514

14,285

(8,241)
- 129.9

판매시설, 업무시설,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

3층 / 1층

7개동
1988.9 - -

*   영등포유통상가 공실률은 최근 모바일 액세서리 업체의 입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

**  영등포종합기계상가 : 시장정비사업 추진 중 (2014.9.4 사업시행인가 완료, 현재 건축심의 중)



- 59 -

[전략재생형]

3-19 전략재생형 개념과 재생방법

○ 전략재생형은 지역중심지로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

 권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의 육성

 용적률 상향(400%→480%, 블록단위 재생 시 지역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520%완화 가능)

 임대산업시설을 부지 또는 산업부지 내에 건축물로 부담 허용

 전략유치시설을 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이상 확보(전략산업 20%이상, 

지역중심시설 10%이상)

 산업지원시설의 비율 상향(20%→30%) 및 기숙사 허용(지원시설의 1/3 범위 내)

○ 재생의 실현성 제고 및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SH공사의 사업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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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전략재생형 대상지역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입지요건, 대상지요건, 개발계획 등을 바탕으로 전략산업 + 지역중심 + 직주

근접형 주거 등의 3개 이상 기능이 복합된 거점공간 조성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가칭) 준공업지역 활성화 자문단” 자문을 거쳐서 결정

□ 검토대상지역

- 주거산업혼재지역 중 산업거점지역

□ 전략재생형 지정절차

후보지 선정[개략 개발계획(안) 포함] 제안

[사업시행자(공공, 민간) → 자치구)

검토 및 결정요청

(자치구 → 시)

관련 부서·기관 협의

“(가칭) 준공업지역 활성화 자문단” 자문

(전문가, 관련부서 등)

※ 결정사항 : 대상지선정여부, 사업구역, 추진방식 등

(운영주체 : 서울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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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전략재생형 용도(부지)별 계획기준

□ 토지이용 및 복합용도 기준

○ 전략재생형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복합거점으로 전략산업, 지역중심기능, 직주근접 

주거기능 등 3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

○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따라 산업부지와 복합개발부지로 구분

○ 전략유치시설은 권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을 기준으로 관련부서(경제진흥본부 등) 

협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산업을 확보하도록 하며, 부지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이상 확보 (전략산업시설 20%+지역중심시설 10%)

 ※ 지역중심시설은 지역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로써 복합개발부지에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부지 내 입지 가능한 용도인 경우는 총량의 1/2범위까지 산업부지에도 확보 가능 

 ※ 전략산업시설과 지역중심시설의 확보 비율은 지역여건, 산업입지 특성 등에 따라 개별시설 

설치비율의 1/2 범위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호 조정 가능

○ 기반시설은 순부담 기준으로 10%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함 

□ 부지별 허용용도 기준

구분 산업부지 복합개발부지

기준

산업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산업지원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지원시설(단, 

  기숙사는 전체 지원시설 30%중 1/3이내 허용)

※ 세부내용은 산업부지 허용용도 참조(3-12항목)

※ 전략산업시설을 전체부지 연면적 20%이상 확보

지역중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에 한함),   

  전시장, 공연장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사업승인대상 한함)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복지시설

- 기타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대규모 점포는 위원회심의를 통해 허용 가능

※ 지역중심시설 전체부지 연면적 10% 이상 확보

   단, 산업부지 내 허용용도범위내에서 지역중심기능

   총량의 1/2범위까지 산업부지에 입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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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별 밀도계획 기준

구분 산업부지 복합개발부지

용적률체계

허용400/조례기준에 따름

※ 최소용적률 : 복합부지 내 주거시설(오피스텔 

포함) 용적률 이상

기준210/허용380/상한480%이하

(블록단위 재생 시 지역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520%완화 가능)

허용용적률

- 

임대산업시설 확보 시 150%

 - 75% 임대산업시설 + 75% 인센티브

※ 임대산업시설 75%에 해당하는 별도 부지 또는

   산업부지 내 건축물(토지지분+건축물) 확보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선택항목 적용 (공동주택부지)

보전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유산 보전 시 산업부지 내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 적용

(기준 용적률은 350%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유산의 보전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400% 이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허용용적률 완화시에는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적용항목 중 역사보전 기준 적용)

건폐율 60% 이하

□ 블록단위 재생 시 지역파급효과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규모 부지(1만㎡이상)와 그 주변지역(대규모 부지면적 대비 10%이상)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경우

○ 12m이상 도로(현황도로, 계획도로 포함)로 구획된 가구(블럭) 단위로 재생

하는 경우

○ 지역여건상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나 다수의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 등으로 

인해 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공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위원회 심의 시 인정되는 경우 

※ 단, 주변지역 포함비율, 도로기준은 기준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역계를 설정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도시조직, 가구형태 등을 고려할 때 블록단위 통합재생으로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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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선택항목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물인증

최우수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8%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공급되는 에너지 비율)

20%초과
20%이하
15%초과

15%이하
10%초과

3% 2% 1%

지능형 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 12% 9% 6%

역사문화보전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합계 최대 20%이내

출처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5.8), P156

□ 전략재생형의 용적률 산정 방법

○ 산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복합개발부지내 주거시설의 용적률 

이상으로 하며, 산업부지를 복합개발부지보다 늦게 정비할 수 없음(착공 및 

준공)

○ 산업부지내 기준용적률은 산업문화유산 보전 등의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임대산업시설 설치로 인한 완화용적률은 임대산업시설 건립에 따라 사업자가 

분양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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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복합개발부지 산업부지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소계(A)
380% 400%

소계(A) 170%

인센티브 용적률 20%

임대산업시설 75%

임대산업시설

설치로 인한 완화용적률
75%

상한용적률 480% 조례 기준에 따름

※ 상한용적률의 480%이상 허용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전략재생형의 용적률 적용(예)]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1.3×α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임대산업시설 설치(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완화용적률을 포함한 허용용적률

  - 토지이용계획

     ･ 사업대상지 면적 : 11,110㎡ (공장비율 50%이상)

     ･ 기부채납 : 순부담 10%이상 1,111㎡

     ･ 대지면적 : 10,000㎡

                (임대산업시설부지 987㎡ 산업부지 4,506.5㎡, 복합개발부지 4,506.5㎡)

  - 복합개발부지

     ･ 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 380%(우수디자인 등 20%, 임대산업시설로 인한 증가용적률 150%)

     ･ 상한용적률 : 440.9%(허용용적률380%+허용용적률380%×1.3×(1,111/9,013)= 440.9%)

        ※ 상한용적률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 복합개발부지

     ･ 기준용적률 : 산업문화유산 보전(필요시)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허용용적률 : 400%(산업문화유산 보전(필요시) 등)

     ･ 상한용적률 : 464.1%(허용용적률400%+허용용적률400%×1.3×(1,111/9,013)= 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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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전략유치시설 확보기준

□ 당초 규정

○ 전략유치시설은 지역에 필요한 전략적 기능 육성을 위한 시설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은 복합개발부지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중 20%

이상 확보

□ 변경 규정

○ 전략유치시설 확보 비율 : 전략재생형 전체부지로 기준 변경

- 복합개발부지 연면적의 20%이상 → 전체부지 연면적의 30%이상

○ 전략유치시설 용도 : 전략산업 신규 도입

- 전략산업시설 : 전체부지 연면적의 20%이상

※ 전략산업은 권역별 전략산업을 기준으로 경제진흥본부 등의 협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지역중심시설 : 전체부지 연면적의 10%이상

※ 산업부지 내 허용용도인 경우 총량 1/2까지 산업부지 내 입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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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유치시설 허용용도

구 분 용 도

전략산업시설

시행령 제71조 별표14 및 조례 제35조에 근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권역별 전략산업으로 인정되는 시설(경제진흥본부 등의 협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지역중심시설

시행령 제71조 별표14 및 조례 제35조에 근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에 한함), 전시장, 공연장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대규모 판매시설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복지시설

∘ 기타지역에 필요한 전략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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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선정 결과>

3-23 전략산업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울시 상위계획상 산업정책방향(2030 서울플랜, 경제비전 2030 등)을 검토

/수용하고, 경제진흥본부의 미래유망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권역별 

준공업지역의 전략산업 선정

□ 전략산업 선정 세부기준 

○ 전략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각 권역별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해당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경제비전 2030」, 서울시 미래유망산업(경제진흥본부) 등 상위 및 관련 산업정책상 

해당 권역에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 위원회 심의 시 전략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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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산업 선정절차

-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이전 관련부서 협의 시 경제진흥본부 등과 

  협의하여 결정

개발계획(안) - 전략사업 육성계획 포함 제안
[사업시행자(공공, 민간) → 자치구)

관련 부서·기관 협의
(자치구, 서울시-경제진흥본부 등)

(필요시) 관련 전문가 자문

전략산업 선정(인정여부) 및 통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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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비교

○ 전략재생형의 사업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외에 도시개발

사업 추가

○ 사업방식 비교

구분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근거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상지역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이 필요한 지역

상업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토지이용의 합리화 또는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주체 공공, 민간, 공공+민간 등
공공, 민간

(토지등소유자, 조합 등)
민간

(토지 등 소유자)

규모 공업지역은 3만㎡이상 - 세대수 30세대 이상

사업방식
- 수용,  환지, 혼용방식 
- 수용가능

- 관리처분, 환지공급
- 수용가능

- 협의매수, 환지
- 수용불가

수용가능

기준

공공사업주체 수용가능

민간사업주체 : 토지면적 2/3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1/2이상 동의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수용가능
-

시행사례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신도림동 293번지
- 문래동1∼4가 일대
- 성수동301-27일대 등

- 대상공장
- 가양동CJ부지
- 문래동5가 10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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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생형]

3-25 산업재생형 개념과 재생방법

○ 산업재생형은 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주거와 산업의 공생을 위한 재생유형

○ 부지규모, 입지특성에 따라 대규모 재생형, 중소규모 재생형, 공공지원 재생형

으로 구분

○ 공장비율 10%이상인 주거산업혼재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재생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 산업과 주거기능 공생 환경조성 필요지역 등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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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산업재생형(대규모 재생형) 재생방안

□ 적용대상

○ 대규모 재생형은 기존 노화된 공장의 신축, 공장의 이전적지 등의 1만㎡이상 

대규모부지에 적용됨 

□ 계획기준

○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따라 공장비율(10~50%)을 산정하여 산업부지(10~50%)를 

확보하고,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수평적으로 구분

○ 기반시설은 순부담 기준으로 10%이상 확보

○ 산업부지는 산업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간선가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산업시설을 배치

○ 주변지역 연계, 지역필요서비스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간선도로변 저층부에 산업

지원시설, 고층부에는 산업시설(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의 배치 권장

○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는 필요시 기반시설을 통해 완충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

○ 산업부지는 공동주택부지의 주거시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

시설) 용적률 이상으로 건축

□ 사업방식

○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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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별 밀도계획

구분 산업부지 공동주택부지

용적률

허용400/상한 조례기준에 따름

산업문화유산 보전 시 350%/400%/-

※ 최소용적률 : 공동주택부지 용적률 이상

기준210/허용230/상한250%이하

장기전세주택 건축시 210%/280%/300%

※ 장기전세주택 확보 시 300%이하 적용 

  (증가분50%의 ½를  장기전세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 + 산업부지 내 시프트방식의 임대산업시설)

※ 기준 용적률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선택항목 적용 (공동주택부지)

보전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유산 보전 시 산업부지 내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 의무적용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적용항목 중 역사보전 기준 적용)

건폐율 60% 이하

□ 대규모 재생형의 용적률 산정 방법

○ 임대주택 미건축시

 산업부지에 건축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부지내 주거시설의 용적률 이상

으로 하며, 산업부지를 공동주택부지보다 늦게 정비할 수 없음(착공 및 준공)

 산업부지내 기준용적률은 산업문화유산 보전 등의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구분 복합개발부지 산업부지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230% 400%

상한용적률 250% 조례 기준에 따름

※ 공동주택부지의 용적률은 관련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름

※ 상한용적률의 250%이상 허용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73 -

[산업재생형(대규모 재생형)의 임대주택 미건축시 용적률 적용(예)]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1.3×α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임대산업시설 설치(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완화용적률을 포함한 허용용적률

  - 토지이용계획

     ･ 사업대상지 면적 : 11,110㎡ (공장비율 50%이상)

     ･ 기부채납 : 순부담 10%이상 1,111㎡

     ･ 대지면적 : 10,000㎡

                (임대산업시설부지 987㎡ 산업부지 4,506.5㎡, 복합개발부지 4,506.5㎡)

  - 복합개발부지

     ･ 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 230%(우수디자인 등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선택항목 20%)

     ･ 상한용적률 : 263.2%(허용용적률230%+허용용적률230%×1.3×(1,111/10,00)= 263.2%)

         ※ 상한용적률의 250%이상 허용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 복합개발부지

     ･ 기준용적률 : 산업문화유산 보전(필요시)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허용용적률 : 400%(산업문화유산 보전(필요시) 등)

     ･ 상한용적률 : 457.8%(허용용적률400%+허용용적률400%×1.3×(1,111/10,000)= 457.8%)

○ 임대주택 건축시

 산업부지에 건축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임대주택의 설치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공동주택부지내 주거시설의 용적률 이상으로 하며, 산업부지를 

공동주택부지보다 늦게 정비할 수 없음(착공 및 준공)

 산업부지내 기준용적률은 산업문화유산 보전 등의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임대주택 건축으로 인한 완화용적률’은 임대주택의 설치에 따라 사업자가 분양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함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임대주택의 건축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을 제

외하고 적용하여 완화함



- 74 -

구분 공동주택부지 산업부지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소계(A)
280% 400%

소계(A) 70%
인센티브 용적률 20%

임대주택* 건축 용적률 25%
임대주택 건축으로 인한

완화용적률
25%

상한용적률 300% 조례 기준에 따름
*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의 공동주택부지내 설치＋임대산업시설의 

  산업부지내 설치)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택 가능

※ 공동주택부지의 용적률은 관련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름

※ 상한용적률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 가능

[산업재생형(대규모 재생형)의 임대주택 건축시 용적률 적용(예)]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1.3×α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임대산업시설 확보)] 건축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50%)을 제외한 허용용적률

  - 토지이용계획

     ･ 사업대상지 면적 : 11,110㎡ (공장비율 50%이상)

     ･ 기부채납 : 순부담 10%이상 1,111㎡

     ･ 대지면적 : 10,000㎡

                (산업부지 5,000㎡+공동주택부지 5,0000㎡)

  - 공동주택부지

     ･ 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 280%(우수디자인 등 20%, 임대주택 건축 25%, 임대주택 건축으로 

                    인한 완화용적률 25%)

        ※ 임대주택 건축: 용적률 25%에 대해 장기전세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임대산업시설 확보) 건축

     ･ 상한용적률 : 313.2%(허용용적률280%+허용용적률280%×1.3×(1,111/10,00)= 313.2%)

        ※ 상한용적률의 300%이상 허용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 복합개발부지

     ･ 기준용적률 : 산업문화유산 보전(필요시)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허용용적률 : 400%(산업문화유산 보전(필요시) 등)

     ･ 상한용적률 : 457.8%(허용용적률400%+허용용적률400%×1.3×(1,111/10,000)=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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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산업재생형(중소규모 재생형) 재생방안

□ 적용대상

○ 중소규모 재생형(3천㎡이상~1만㎡미만)은 주거산업혼재지역 중에서 산업과 

주거의 입체적 복합(공생)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하며, 4m이상 도로로 구분

되는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 부지를 적용 대상으로 함

□ 계획기준

○ 3천~1만㎡미만의 중소규모 부지는 입체적 기능복합을 허용하되, 산업시설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층부에 위치할 수 있도록 권장 

○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비율(30~90%)에 따라 용적률을 250~400%까지 차등 

적용

- 주거시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도입 시에도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최대 용적률 40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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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바닥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

30%미만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이상

용적률 250% 270% 290% 310% 330% 350% 370% 400%

<산업용도용적제 용적률 운영방안>

[산업재생형(중소규모 재생형)의 용적률 적용(예)]

1) 공장비율 15%인 경우

  - 산업비율 : 별표 2에 따라 10%이상 

  - 용적률 : 산업비율 ‘30%미만’구간 이상 선택 가능하며, ‘30%미만’구간 선택시 250%이하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α가 0.1인 경우)

     ･ 전체 용적률 : 250% + 250%×1.3×0.1 = 282.5%이하

     ･ 산업시설의 용적률 : 28.3%이상 (전체 용적률의 10%이상)

2) 공장비율 65%인 경우

   - 산업비율 : 별표 2에 따라 50%이상

   - 용적률 : 산업비율 ‘50~60%’구간 이상 선택 가능하며, ‘60~70%’구간 선택시 330%이하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α가 0.1인 경우)

     ･ 전체 용적률 : 330% + 330%×1.3×0.1 = 372.9%이하

     ･ 산업시설의 용적률 : 223.7%이상 (전체 용적률의 60%이상)

 산업시설 연면적에는 30% 범위 내에서 산업지원시설도 포함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산업용도용적제 용적률을 기준으로 

완화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

○ 산업시설 연면적은 도시계획조례 별표2 규정에 따른 해당부지의 공장비율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산업부지를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로 환산하여 그 이상 

확보원칙

- 산업부지 면적을 바닥면적 합계로 환산방식

-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는 별표 2에 따른 사업구역내 산업부지 확보비율 이상

(주차장제외)이 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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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용도

- 주거시설 :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며, 조례 

제35조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산업시설 외의 시설

- 산업시설 : 연구소, 전시장,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관련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 기반시설은 순부담 기준으로 10%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함 

□ 사업방식

○ 지구단위계획,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포함 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 제

52조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내용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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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산업재생형(중소규모 재생형 등) 대상지 선정방법

○ 중소규모 재생형의 면적기준은 3천㎡이상~1만㎡미만임  

○ 구역계 설정기준은 원칙적으로 4m이상의 도로를 경계로 설정되는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경계 설정

 4m이상 도로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 또는

                재생사업을 통해 설치할 계획도로 포함

○ 지적선을 경계로 할 경우 직선화된 구역계 설정을 원칙으로 함

○ 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기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기

반시설의 기능 보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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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산업재생형 용도(부지)별 계획기준

□ 공통기준

○ 공장비율에 따라 산업부지 또는 산업시설(바닥면적 합계 기준) 확보

○ 기반시설은 순부담 기준으로 10%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함 

□ 부지별 허용용도

구분 산업부지 공동주택부지

기준

산업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 산업재생형 중  중소규모 재생형은
    주거시설과 입체적 복합을 위해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연구소 등

산업지원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지원시설(단, 기숙사는 전체 지원시설

   30%중 1/3이내 허용)

※ 세부내용은 산업부지 허용용도 참조
    (3-12항목)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산업재생형 중  중소규모 재생형은 공동

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

시설 등이 포함되며, 조례 제35조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산업시설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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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형]

3-30 주거재생형 개념과 재생방법

○ 주거재생형은 기존 공동주택 등 공장비율 10%미만인 주거기능밀집지역의 

직주근접형 주거공간으로 재생을 위한 재생유형 

○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되, 직주근접형 

주거용도 및 산업지원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며, 유형에 따라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등 다양한 사업(재생)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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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주거재생형 유형별(공동주택, 기타 저층주거지) 사업방식

○ 주거재생형은 기존 건축물 유형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지, 기타 저층주거지로 구분 

○ 공동주택 : 주택재건축, 리모델링사업 적용

○ 기타 저층주거지 

- 중소규모 재생 : 주택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관련 법률 개정 

필요) 등 

▹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선정 기준

: 가로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1만㎡미만)

: 관통되는 4m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배제

: 최소 20호 또는 기존 세대수 이상

- 소규모 필지단위 재생 : 건축협정

▹ “건축협정” 적용대상 

: 건축법 제77조의 4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

환경관리사업), 존치구역 등

○ 준공업지역 내 주거기능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

하여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공공지원으로 설치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준공업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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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기준

□ 구역면적 기준

○ 가로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1만㎡ 미만)

○ 관통되는 4m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배제

○ 최소 20호 또는 기존 세대수 이상

□ 개발밀도 및 기반시설 기준

○ 용적률, 높이계획 기준(안)

구분 입지조건 용적률/건폐율 최고높이

중저층 특성지
· 주변지역 4층 이하,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할 것

250% / 60%
이하

7층 이하

중층 특성지
· 주변지역 7층 이하,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할 것
15층 이하

고층 특성지
·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왕복 6차로 이상)와 

접할 것
-

※ 주변지역 층수산정방식 : 사업부지 반경 200m이내 건축물의 평균높이(평균높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합/ 기준면적*) 

*기준면적 : 각 동별 연면적을 해당 동 층수로 나눈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 건축물 동수 산정 시 도로(30m이상)나 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의 건너편에 위치한 

건축물은 동수 산입에서 제외

※ 필요시 관련기준 조정가능 

○ 기반시설 기준

-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한해서 적용 원칙(4m이상 도로가 설치된 가로구역)

○ 기타사항

- 주민동의, 건축규제완화, 사업절차 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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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확대 적용방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수립대상구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별표1)

①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②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③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 현행 준공업지역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준공업지역 내 적용 추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용도지역 제한규정 폐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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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건축협정 운영방안

○ 건축협정 적용대상(건축법 제77조의 4)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④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

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준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적용 시) 적용 가능

 

○ 건축협정 적용에 따른 특례(건축법 제77조의 13)

-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는 맞벽건축 

· 준공업지역은 건축조례 제31조에 의거 20m이상 도로와 접한 경우 가능

-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

·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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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주거기능밀집지역의 악취, 소음 빛공해 개선방안

□ 주거기능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악취․소음․빛공해의 3대 생활

불편을 집중 개선 추진

□ 악취저감 방안 (물재생계획과)

○ 악취의 주요 원인은 하수악취(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 생활악취(인쇄, 

도장, 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 근생시설에서 발생)이며, 특히 준공업지역은 

생활악취에 따른 생활불편이 높은 지역이므로 이의 저감방안 추진 중

- 악취관리조례 제정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부패식정화조(서울시 전체 6,625개) 공기공급장치 설치 등

□ 소음저감 방안 (생활환경과)

○ 소음은 공사장 소음과 교통 소음으로 구분

- 공사장 소음 상시관리체계 구축 

- 교통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 

- 준공업지역 내 공장을 포함한 소음관리방안 연구 시행 중

□ 빛공해 저감 방안 (도시빛정책과)

○ 빛공해는 과도한 조명 등에 의해 발생되므로, 신설되는 조명은 설치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기준을 적용하고, 준공업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빛방사허용기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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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주거기능밀집지역의 유해용도 침투 방지방안

□ 주거환경 유해용도 침투 현황 및 요인

○ 준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다양한 

용도가 입지 가능

 네거티브방식 용도관리 적용 : 건축법상 28개 용도 중 21개 용도 입지 가능

○ 주거환경 유해용도는 건축허가 용도의 무단 변경으로 발생

 사례지역 : 영등포구 당산동1가 일대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

으로 영업 허가 후 , 주거유해용도로 불법적 이용

□ 주거환경 유해용도 관리방안

○ 지구단위계획(건축물 용도 분류기준으로 관리) 등을 통해 유해용도로 불법

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 건축물허가 이후 사후관리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여 유해용도 관리 강화 추진

 현행 건축물 사후관리모니터링 ; “자치구 교차점검”

  서울시 건축조례 제16조, 2015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근거로 실시

  사용승인(완료)후 6개월, 24개월 경과한 연면적 2천㎡미만 소규모 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 실시

○ “자치구 교차점검”시 준공업지역 유해용도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

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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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형]

3-37 서울시 산업단지 현황

○ 서울시에는 현재 3개소의 산업단지가 준공업지역에 조성되어 있고, 1개소 

지정 추진 중

 국가산업단지 1개소(G밸리), 일반산업단지 2개소(온수, 마곡)

 ‘강동 일반산업단지’ 지정 추진 중

○ 기조성되어 운영 중인 산업단지 2개소(G밸리, 온수산업단지)는 서울시 면적의 

0.3%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서울시 산업경제의 핵심역할 수행 중

 서울시 일자리의 4.25%, GRDP 5.40%, 수출액의 5.52%를 담당

○ 특히, G밸리와 온수산업단지는 준공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노후화 등의 

문제로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필요

 G밸리 : 1973년 준공, 1.922㎢

 온수산업단지 : 1971년 준공, 0.158㎢(서울 0.107㎢, 부천 0.051㎢)

※ 마곡산업단지 : 2008년 지정,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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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산업단지 관련 규정

□ 산업단지관련 법체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개발계획 변경 등 시·도 권한 위임)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

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주요내용 

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 개발계획 : 용지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 실시계획 : 토공,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② 산업단지 재생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 등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집적법)

- 승인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주요내용 

① 산업단지의 관리(관리기본계획)

 - 용지의 용도별 구역, 업종별 배치, 지원시설 설치·운영 

※ 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토대로 관리기본계획 수립

② 구조고도화사업계획

 - 산업단지 일부(10%)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 계획 기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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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 노후거점

산단법)

- 온수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대상 선정

- 온수산업단지 일대는 중앙정부에서 공모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

(`15.7월)됨에 따라, `16년부터 본격적인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절차 추진 예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하 특별법(약칭 : 산단절차간소화법)

□ 산업단지 관련 계획체계

○ 산업단지 조성(국토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개발계획⇒산업단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산업입지법 제21조 제2항)]

○ 산업단지관리(산업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구조고도화사업계획

※ 산업입지법상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의제<산업집적법 제30조 제4항>

※ 관리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 <산업집적법 제45조의2 제7항>

○ 관련 법령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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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G밸리 재생방향

□ G밸리 현안과제 및 재생방향

○ 현안과제

 서남권 광역중심 및 전략거점으로의 기능 강화

 산업혁신여건 개선으로 성장동력 강화

 단지 내 활력 및 어메니티 제고

○ G밸리 재생방향

 전략거점 및 교류공간을 조성하고, 단지 내 어메니티를 개선해 창조경제 핵심산업

(IT융복합 등) 및 광역일자리 거점으로 육성

□ G밸리 재생목표 및 전략

○ 전략거점 조성

 구조고도화사업 추진(7개소)

 신규 전략거점 선정(+α)

○ 특화가로 활성화를 통한 교류공간 조성

 기업홍보·산업체험공간 마련

 기존 이벤트 연계 명소화·활력제공

○ 종사자 친화형 환경 조성

 신규 도로개설 등 교통개선

 유휴지 및 공개공지 정비·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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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G밸리 전략거점 선정방식

□ 전략거점 선정 프로세스

○ 구조고도화사업 부지 외에, 노후도·입지특성 등을 고려한 신규 부지를 포함

하여 전략거점 부지를 최종 선정

□ 단계별 세부 프로세스

○ STEP 1 : 재생가능지 도출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 G밸리 내 부지 중 재생가능지를 도출한다.

- 1단계 : G밸리 내 산업용지 중 최근 10여년 기간 내 개발 완료된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공장부지를 구분

- 2단계 : 1단계에서 구분된 공장부지 중 건축물 현황을 검토하여 내력구조 30년, 

비내력구조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을 가진 부지를 2차적으로 분류

- 3단계 : 건축물의 용도 및 노후도 등으로 추려진 부지 중 현재 개발용적률이 200%

이하인 저밀부지를 재생가능지로 최종 도출 

 용도 및 노후도, 용적률을 고려하여 도출된 단기(5년 내) 개발 예상부지는 약 64개

소로 전체 약 35∼40만㎡의 규모로 재생가능

○ STEP 2 : 재생가능지 중 전략거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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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된 재생가능지를 기반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 전략거점 선정

- 1·2단계 : 역세권(반경 500m)내에 위치한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 중 개발 유도가 

용이한 국공유지를 분류

- 3단계 : G밸리의 주요 축 및 연계거점상 위치한 부지를 추가로 검토하여 재생활성화 

거점으로 검토

 역세권내 대규모부지, 국공유지 및 입지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64개의 대상지중(약 

8만㎡ 이상) 거점 후보지역 추출

<최종 전략거점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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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련법에 의한 용지/구역 구분>

3-41 G밸리 전략거점 개발방안

○ 구조고도화사업 부지 :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의한 법정사업

○ 신규선정 전략거점 부지  

-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산업시설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 가능

 ※ 복합용지 관련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을 준용함

- 산업시설용지의 복합용지로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로 핵심지원시설 도입 유도

- 복합용지는 산업기능 50%이상, 그 외 연구, 문화, 복지 등 핵심지원시설 및 수익시설 

도입 가능

- 경제진흥본부에서 우리시 재생구상에 부합하는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연구를 '16년에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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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온수산업단지 재생방향

□ 온수산업단지 현안과제 및 재생방향

○ 현안과제

 준공 후 40년 경과로 산업단지 노후도 가속화

 중견기업(소유주)과 영세기업(임차인)의 양극화 심화

 서울/부천의 이원적 관리체계와 공공의 역할 미흡

○ 온수산업단지 재생방향

 토착제조업(기계금속)의 역량강화 및 단지 내 어메니티 개선을 통한 제조업 기반의 

기술(ICT)융합형 산업단지로 점진적 재생

□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방안 

○ 단기처방 :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영세업체 지원

 산업정책 : 중소기업 경영지원(기금, 숙련인력 등)

 공동R&D/마케팅 등

○ 중장기처방 : 산업단지의 제조업기반 점진적 고도화

 혁신앵커시설 조성

 필지단위 점진적 재생 등 

○ 중앙정부에서 공모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6년

부터 본격적인 재생사업 추진 예정

 지구지정 및 재생계획수립 : ’16년

 부문별 재생사업시행 : ’17년∼’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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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산업문화유산 잠재목록 DB

○ 서울시 경관계획(역사문화경관 형성건축물) : 6개소

○ 서울시 예비미래유산 검토자원(산업노동분야) : 21개소

구 분 명칭 건립시기

서울시 경관계획
(역사문화경관형성건축물)

시골청국장 1944

뚱띵이갈비 1944

대나무손칼국수 1943

구 영화 장유공장 1958

롯데삼강 1944

대원팩키지 1944

서울시 미래

유산 검토자원
(산업노동분야)

구로기계공구상가 1981

영등포역 1991

롯데삼강 1962~1978

서울온수산업단지 1970

성수동공업단지 자연적형성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1965~1974

가산디지털단지역 1974

수출의 다리 1970

가산문화센터 1977

구로공단 옛 정수장 1964~1994

외환은행 1974

서울디지털운동장 197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별관 1977

삼화인쇄 1967

구로3동 성당 1972

㈜SG세계물산 1969

부흥사 1982

태평세라믹스 1973

구로구 관련 문학작품 -　

대림창고 1973

항동 철도(오류동선)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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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에 기여가 예상되는 유산 : 2,063개소

1) 산업문화유산 개요

구 분 계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도봉구

개 수 2,063 265 104 382 620 647 45

※ 자료출처 : 서울시 GIS data. 2014.

2) 선정개요 

: 1980년 이전에 건축된 공장 및 창고시설(준공업지역 內, 건축물대장기준)

※ 잠재목록은 산업문화유산 보전대상으로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이 포함된 지역에서 재생사업 추진 시 산업문화유산으로 보전가치에 대한

   세부조사 및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목적임

<서울시 산업문화유산 잠재목록 위치도>



연구수행기관

(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 미래이엔디 (기술분야 협력)

(주)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 (기술분야 협력)

 연구진

[책임연구원] l 최막중 교수(서울대학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연구원]

  연구총괄 l 남  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부문별 책임 l 양승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 l 우명제 교수(서울시립대학교)

l 남기범 교수(서울시립대학교)

l 백운수 대표이사 l 여춘동 대표이사

[연구보조원] l 김진하 연구교수 l 윤병훈 박사수료

l 김태선 박사수료 l 한종훈 석사과정

l 박관우 석사과정 l 이선영 석사과정

l 김상훈 석사과정

l 장호순 부사장 l 류인정 이사

l 권영필 부장 l 이기복 차장

l 이숙준 과장 l 신재훈 대리

l 강석형 이사 l 황철학 부장

l 박경석 과장 l 조희정 과장

l 최성애 대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국장 l 류  훈 l (전)이제원

도시계획과 과장 l 이정화 l (전)한제현

지역계획팀 팀장 l 심재욱

지역계획팀 주무관 l 김영호 l 고혜영

상임기획단 연구위원 l 심소희 l 권미리

경제정책과 과장 l 이해우

산업기반팀 팀장 l 김국진

산업기반팀 주무관 l 이종권 l 최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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