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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배경

제1장 계획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인식의 공간에서 서울의 성장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전환 필요

 준공업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서울시의 산업을 이끌어 온 지역이다. 특히 구로공단, 

영등포 일대의 대형 공장 밀집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서울의 산업을 

견인해 온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의 발전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 

제조업 위주의 공장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공장이 이전한 부지에 

수익성 위주의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준공업지역 내 산업과 주거기능의 혼재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생활패턴 및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서울시에 제조업 

기능이 서울시에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을 단순히 기존의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관리할 것인지, 또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공간으로 준공업지역을 관리할 것인지 판단하고 그 실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준공업지역의 인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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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준공업지역 내 일자리 현황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재정비 필요성 대두

 서울시는 급격한 산업 환경의 변화를 맞고 있는 준공업지역을 관리하고자 

2009년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은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준공업

지역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서울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산업의 보호 및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며, 산업, 문화, 업무, 주거가 조화된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 준공업지역을 재창조할 수 있는 계획적 틀을 마련할 목적으로 작성

되었다. 

 그러나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의 도시관리 패러다임 전환, 도시재생법의 재정

(2013.6.4.) 등 관련 정책기조와 법제도의 변화, 준공업지역의 약 46%에 해당하는 정비

발전구역의 대규모 부지(1만㎡이상) 중심의 관리에 집중되었던 「준공업지역 종합

발전계획(2009)」의 한계, 준공업지역 내 산업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성 등 

새로운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앞으로 100년간 서울의 일자리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방향 제시 필요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스마트 전문화의 개념아래 지역 특유의 산업분야를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지원해 나가는 정책의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리메이킹 아메리카’나 일본의‘산업

재흥계획’에서도 대도시의 제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3.3%이지만 전체 일자리의 10.3%, 제조업 

일자리의 32.6%, 첨단산업 일자리의 30.4%가 집적되어 있는 서울시 산업경제의 

중심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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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도시(산업)재생 시대로의 전환

 따라서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의 첨단산업 허브이자 미래성장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핵심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준공업지역이 향후 100년간 서울의 산업경제와 일자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이번 계획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도시(산업)재생으로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1980~1990년대에는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택과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시대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위주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도시 내 불량

지구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기능의 산업단지가 

공급되었다.  

 2000~2010년대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들을 통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대규모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노후한 

시가지뿐만 아니라 양호한 시가지를 포함한 정비사업들이 확대되었다. 또한 

산업단지의 경우 이전에 설치한 산업단지들의 노후화로 인해 이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도 대두되었다. 

 2010년 이후 일자리 확대와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

(산업)재생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특히 사업성 위주의 민간개발이 아닌 장소

단위의 통합적 도시재생을 추구하고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면서 창조

경제의 모델을 발굴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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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009년 수립된「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재정비 차원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한 준공업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그 후속계획으로 수립되는 서울시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2009년 수립된「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계획의 실현성 부문을 강화한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장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재생유형을 도입하고, 유형별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준공업지역의 재생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

 준공업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정책과 공간계획이 연계된 도시(산업)

재생을 유도한다. 

 준공업지역의 산업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밀집지역은 지역산업 생태계의 파악으로 지역산업이 보호·육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별 유형화 및 장소단위 맞춤형 

재생기법의 확대를 통해 획일적인 준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생기법을 확대 적용한다. 

준공업지역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제시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재생방안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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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성격

<그림 1-4> 계획의 성격 및 위상

1.2 성격 및 범위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계획 및 지침계획의 역할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은 공간계획과 산업계획을 연계하여 준공업지역을 

종합관리하는 종합발전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2030 서울플랜」, 「경제비전 2030」 등의 계획을 종합하며, 법정계획의 

연계를 통해 계획의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 주거환경정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준공업

지역의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정책방향과도 연계하여 준공업지역 내 도시

관리계획, 재생사업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을 재정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에 따라 

2009년의「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이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면밀한 산업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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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면적: 19.98㎢ (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성동, 도봉)

 2015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총면적은 서울시 GIS를 기반으로 

했을 때 19.98㎢로 서울시 전체면적(605.59㎢)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7개의 자치구(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 성동, 도봉, 양천)에 지정되어 있다.

(단위: ㎢)

구  분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강서 도봉 양천 계

GIS면적 5.02 4.28 4.12 2.05 2.92 1.49 0.09 19.98

<표 1-1> 준공업지역 면적

                           

<그림 1-5> 공간적 범위(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2009년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관리방향 및 정비

기법의 마련을 통해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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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접근

1.3 계획의 방법

 본 계획은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현황 및 변화 등을 분석한 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방향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적용하도록 

한다. 본 계획의 구성 및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6> 계획의 구성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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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실태조사 및
   지역산업생태계 조사

 6단계 분석으로 준공업지역 내 산업실태를 조사한다.

‑ 1단계 공부(公簿)조사 및 정리

‑ 2단계 공간DB(수치지형도, 수치지적도 등)와 속성DB(서울시토지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를 ArcGIS 프로그램으로 정리

‑ 3단계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전수현장조사 시행

‑ 4단계 지역산업생태계 조사대상 선정

‑ 5단계 지역별산업생태계 조사 실시

‑ 6단계 산업실태조사 종합분석 및 DB구축

 산업실태조사 및 지역산업생태계 조사는 종합발전계획의 재정비시(5년)마다 정기적

으로 조사하고, DB구축 등을 통해 준공업지역의 산업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조사결과는 준공업지역의 현안과 실태분석, 산업정책(장소단위별 전략/선도

/보호산업의 선정 등) 및 공간계획(장소별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블럭단위로 구축된 데이터를 UPIS에 수록

한다.

<그림 1-7> 산업실태조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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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수립과정

]1.4 계획의 수립과정

 본 계획은 서울시 2014년 5월에 착수되었으며, 준공업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준공업지역이 입지한 7개 자치구의 26,113개 필지 및 57,49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 면접조사 및 산업생태계 조사를 통해 

준공업지역내 입지한 산업의 보호 및 육성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준공업지역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과업수행자문단, 관련 공무원, 시의회와 58차례의 

심도있는 논의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안)’을 마련하여 2015년 

10월 13일에 대외발표(기자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2차례의 시민 

대토론회,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및 보완을 통하여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그림 1-8>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정





제2장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평가

2.1 평가의 목적 및 대상
2.2 관련계획 및 제도
2.3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의 평가
2.4 평가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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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의 대상

1  평가의 목적

제2장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의 평가

2.1 평가의 목적 및 대상

 본 계획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 등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기존의 계획을 검토·보완하여 변화하는 서울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09년 수립된「준공업

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재정비하고,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 

정합성을 확보한다. 

 산업실태의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 

및 장소단위의 맞춤형 재생기법을 마련하고 이를 생활권계획과 연계를 위한 지역

(산업)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2009년 수립된「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평가하여 기존 관리기법에 

따른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종합발전계획 재정비의 시사점을 도출

한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의 관리 및 정비체계

 2009년 수리된「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관리유형은 개발압력이 높아 

산업 및 지역활성화가 요구되는‘정비발전구역’과 기존 기능을 유지하여 장기

적인 지역변화에 대응해야 하는‘계획관리구역’, 그리고 이미 개발이 완료

되었거나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한 구역인‘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했다.

 그 중 개발압력이 높아 계획적인 정비가 요구되는‘정비발전구역’을 정비대상

으로 선정하고‘정비발전구역’에 대해서만 정비유형을 결정하였다.

 정비유형은 산업밀집지에 공공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곳에 적용하는 

‘공공지원형’, 주공혼재가 심하거나 주택지로 둘러싸인 지역에 적용하는‘산업

정비형’, 역세권 및 간선도로 연접지 등 지역중심기능이 필요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및 도시정비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하는‘지역중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종합발전계획에서는 2009년 수립된「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구분한 

관리구역 및 정비유형의 적용대상 및 관리원칙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역할수행

부문을 평가하고자 한다.

산업유산 및 영세산업 보호를 위한 실행방안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영세산업의 산업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산업공간 확보 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 평가한다.



16

1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2.2 관련계획 및 제도

1) 관련계획

주요내용 : 자립형 지역발전의 기반 구축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계획기조로 설정하고 5대 기본목표1)와 6대 추진전략2)을 제시하고 있다.

 6대 추진전략 중 서울시 준공업지역과 가장 관련이 큰 전략은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상생하는 균형국토를 위해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 둘째,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적 선진도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지방

대도시는 권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는 등 각각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게 발전시킨다.

‑ 셋째,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 넷째,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전략 하에 수도권의 양적성장은 제어하되 질적 고도화를 통해 국제물류 

및 금융비지니스,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울이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살려 금융 및 국제 업무 중심의 세계도시로 

육성하고 주요 전략산업으로 디지털 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지원 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산업간의 광역적 연계 강화 및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주요 전략산업

서 울 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인 천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경 기 정보통신, 생명, 문화컨텐츠, 국제물류

<표 2-1> 수도권 주요 전략산업

 또한 위 계획에서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울특별시: 

세계일류도시'라는 제목으로 서울을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주도

하기 위해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동북아의 산업경제 거점도시로 

육성, 국가의 산업혁신 중심지로 육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도시로 

육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1) 균형국토, 개방국토, 녹색국토, 복지국토, 통일국토

2) ①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②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③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④아름답고 인

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⑤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⑥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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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06~2020)

<그림 2-1>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요내용: 인구유발시설의 입지 억제

 수도권 관련정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서울로의 급속한 인구 및 산업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도권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제안해왔다. 

1982년‘수도권정비계획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1984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부터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1997년 제2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2006년 제3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되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이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3대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권역에 대한 규제방안 및 

지원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술한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조에 따라 서울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되었고 특히 공업지역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되어 

강한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수도권 내 산업배치에 있어서 서울 및 그 주변지역은 

동북아 금융·업무기능 중심으로 특화하고, 지식기반 산업 및 도시형 제조업 

중심으로‘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를 조성할 것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정비방향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규입지를 규제하고 외곽분산 추진

· 첨단정보 국제교역 및 고급서비스 위주의 기능 육성

공업의 배치

· 서울시 준공업지역 총량유지 및 집중적 관리

· 기업 공장의 신·증설 억제

· 장치형 산업에 속하는 대규모 공장 및 재래업종은 지방이전 유도

· 준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미래지향적 첨단업종의 중소기업육성 위주로 산업입지공간 정비

<표 2-2> 과밀억제권역 주요 규제 및 관리방안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역시 이전 계획에서의 공장용지 총량관리와 공업의 배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으로 '정비발전지구' 개념을 도입하여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억제시책 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정비발전지구'는 

행정․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불가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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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2000)

주요내용: 준공업지역 역할 정립, 산업 활동 촉진, 공장이전지 관리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은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준공업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서울시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핵심전략을 제시하고자 수립되었다.

구 분 내 용

준공업지역의
지정취지 강화

· 용도지역 변경 최소화

· 현재 산업입지기반 유지

· 주공조화 모색(대규모 아파트의 신규입지 제어)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능 활성화

· 도시형 산업의 입지기반 강화

· 창업 보육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 생산자지원 서비스 기능 유치

· 젊은 전문인력 유치 및 교육훈련 지원

· 테마형 정비방향 설정

주요 정책과제

· 공장이전지 관리시책 개선

· 적정용도 입지유도 방안

· 산업활동촉진지구 지정

· 공장재개발

· 주공혼재지역 정비사업

· 용도지역 조정방안

· 기존 산업단지의 연계방안

<표 2-3>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2000)의 정비방향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대안별 정비에 대한 법적 

수단이 미비하여 정책대안 중 일부만 시책으로 추진되었다. 7개의 주요 정책대안에 

대해 방침을 시행(2001.10. 시장방침 제1088호) 하였으나, ‘공장이전지 

관리시책’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반영되었고 산업활성화 

지역의 물리적 정비 관련시책은 제도적 수단 및 후속조치 미흡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권역별 종합정비구상

 영등포권역: 도시형 산업진흥지구 거점으로 육성

‑ 영등포권역은 부도심과 산업집적지역으로서 경인로변을 중심으로 도시형 산업

진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기반유지와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해 생산, 판매, 연구개발의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활동축으로 

육성한다.

 강서권역: 주거환경개선, 유통산업 위주의 고용기반 강화

‑ 강서권역은 주거지화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암 신부

도심의 첨단산업단지 및 공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업관련 업무시설, 생활

관련 유통산업 위주의 고용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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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0 서울플랜
   (2014)

 구로권역: 공업관련 물류, 유통의 중심센터로서 기능 강화

‑ 구로권역은 수도권 산업과 연계가 용이한 교통의 결절지로서 공업관련 물류, 

유통의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 공장 위주의 제조업에서 

유통산업, 화물 집배송거점으로 산업의 성격을 강화하여 인근지역과 역할분담을 

모색한다.

 금천권역: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 지원

‑ 금천권역은 서울디지털 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독산동 일대는 생산과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전용단지로 유도함으로써 

서울의 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성동권역: 도심지원 산업센터 역할

‑ 성동권역은 도심과 강남의 도시형 산업과 연계한 산업의 중심지로서 도심지원 

산업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입지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산학연계를 

통한 연구개발기능의 강화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관련 산업의 입지를 

유도한다.

 도봉권역: 도시형 산업 유치 및 창업지원

‑ 도봉권역은 주공공존을 모색하고 쌍문역, 방학역 일대의 영세 공장을 중심으로 

기획, 디자인,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형 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으로 고용기반을 확충한다.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한 신 성장 산업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기반 강화

산업경제계획 기본방향

 산업경제의 구조(제조업의 쇠퇴 및 경제의 서비스화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선도적이고 개방적인 산업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서울시 5대 권역이 지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생하는 전략을 모색한다. 산업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물적 계획과 더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물적·

공간적 계획이 조화되도록 유도한다.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도약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한 융합과 창의성 제고 등 창조경제 기반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등 기업 및 근로자

간의 상생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며 대도시권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창의적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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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제조업 기반의 일정수준 지속 유지 및 지역특화산업 보존·육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서울형 산업생태계를 구축, 주요 거점별 R&D 기반 

집적 및 준공업지역 산업활성화 종합관리방안 마련 등 혁신클러스터를 육성

하고 기존 산업집적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인재양성 및 중간지원 기능 강화 등 공존과 협동의 사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해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특화지구 조성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다양한 학습지원시설 등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는 

등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해 창조계층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해외 우수 인재

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환경을 조성,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등을 

통한 미래형 도시경제환경을 조성한다.

4대 공간관리 방향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 권역별 자족기반을 강화하고 소외‧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고려한 지역불균형에 대한 통합대책을 마련한다.

 대도시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광역 교통기반을 강화하여 국제적 중심기능의 

확충과 대도시권의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일대의 특별관리와 서울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및 공원녹지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 생활권 단위의 지역특성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체계 구축과 문화‧복지 등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한다.

 4대 공간관리 방향 중 지역의 자족기반을 통한 균형발전과 중심기능과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강화의 전략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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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비전 2030
   (2014)

<그림 2-2> ｢2030 서울플랜｣ 공간관리방향 중 산업정책 연관된 전략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

 상생‧지속의 공존 경제 : 사회적 경제영역 확립 및 일자리 총량의 확대와 질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여 상생경제를 실현한다.

 리더십‧협력의 글로벌 경제 :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여 대학과 한류 그리고 도시인프라의 융합을 

구현한다.

 창조‧혁신의 융복합 경제 : IT‧BT‧GT‧NT 등 첨단융복합산업과 창조‧산업관광‧
MICE 등 신성장산업 및 136개 도시형 특화산업‧상권 등의 융·복합 신성장산업 

육성한다.

<그림 2-3> ｢경제비전 2030｣ 서울형 창조경제모델(출처 : 경제비전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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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치구별 구상 자치구 관련계획 현황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도봉구에서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또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현수단이 미비하여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주요내용

 준공업지역에 관한 계획의 큰 틀은 산업환경과 주거환경의 조화이다. 각 계획안을 

3개의 특화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업특화지역은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였고, 주거특화지역은 낙후지역을 정비사업으로 개선토록 제안하였으며, 

혼재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라 주거형 개발 또는 산업형 개발로 분리하였다.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2005)

강서구
발전계획
(2008)

구로구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2005)

금천구
도시종합
관리계획
(2005)

성동구
동북부 

종합발전구상
(2005)

도봉구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2005)

준공업지역
관리방향

·대규모 공장이전

적지의 복합개발

·공장혼재도 재설정

·준공업지역 주변을 

포함하여 3개마을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계획

·공장혼재도 재검토

·지역특화정비방안

·역세권을 유통· 

문화복합상업지역
으로 개발

·신산업을 육성하고, 

첨단산업의 입지를 
지원

·직접효과를 얻기 

위한 기능집중형 
도시형공업 구상

·선도형 특화산업 

단지 조성

·생활관련형과 일반

생산형으로 구분

·IT관련 유망산업 

및 국가․서울시 지
원사업분야 우선
검토

공업특화
지역

개발유도
방향

·기존 공업기능의 

유지 원칙

·계획관리지역으로 

설정 -

·정비계획 수립 가

능한 구역으로 재
설정

·국 가 산 업 단 지 는 

첨단 IT산업으로 
추진

·디지털단지 재정비

·첨단산업단지화
·패션문화거리조성

·공 장 밀 집 지 역 의 

정비를 위해 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

·도시형 첨단산업

단지 조성

·자 동 차 특 화 산 업

단지 조성

·산업기반유지를 위

한 거점으로 활용

주거특화
지역

개발유도
방향

·낙후된 주거지역의 

기반시설 및 주거
환경의 질 개선

·주 택 재 개 발 사 업 

추진

·공장 및 중고자동

차판매시설을 이전 
시켜 주거환경 정비

- -

·기존 낙후된 주택

지의 주거환경정비

·주거환경 개선

용도혼재
지역

개발유도
방향

·주공상 공존 추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의 설정

·용도혼재지역 부

분적 용도변경 및 
도시조직을 고려
하여 정비

·주택재건축사업으

로 도시환경 정비

·용도혼재지역·노

후 주 택 밀 집 지 역 
정비

·도심형 복합주거

단지로 정비

·중·고밀 친환경

적인 주거단지로 
정비

·주거와 공장의 조화

로운 공존 모색

·생활관련형 공장은 

유지하되 공장외관 
개선

·기반시설 확충

계획기법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특화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적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산업개발진흥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

<표 2-4> 자치구별 준공업지역 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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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2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2 관련계획 및 제도

2) 관련제도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공업지역 중에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모두 준공업지역이며, 산업단지들도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산업 대부분은 준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정       의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수용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
능의 보완이 필요

상업 그 밖의 업
무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의 보호를 위해 
필요

불 허 용 도

주택(단독·공동), 
판매·영업·업무
시설 등

주택(단독·공동), 
영업·업무·판매
(공장생산제품관
련제외)시설 등

숙박·위락·묘지
관련·관광휴게시
설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묘지관련시설, 
도시형공장 등

판매·영업시설
(일정면적이상) , 
위락·위험물·
쓰레기처리·묘지
관련·관광휴게시설

용
적
률

공동주택 불가 불가
250%~300%

(조건부)
용도용적제 250%

기타 200% 200% 400% 800% 250%

지식산업
센터

○ ○ ○
△

(중심상업지역
불가)

○

첨단·지식산업
도시형공장

○ ○ ○ ○ ○

<표 2-5> 주요 용도지역 비교

용적률 및 건폐율에 관한 제한

구 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비 고

용적률 200~400% 이하
400% 이하
(250% 이하)

(  )는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건폐율 70% 이하 60% 이하 -

<표 2-6> 준공업지역의 밀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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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건축법상 28개 용도 중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관광휴게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의 5개 

용도만 전체가 불허되며, 공동주택, 숙박시설의 2개 용도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구 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

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

는 공동주택(다만,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1호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2008.7.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

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 제곱미터 미만

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

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표 2-7>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는 3만㎡ 미만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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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의 건립제한

구 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개발행위의
제한

· 공업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사업 이외의 개발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3만㎡ 미만의 범위에서 허가 가능

<표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 규모 제한

 위와 더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종전대지 이용에 관해 인구

집중시설 설치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구 분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

종전대지에 
관한 조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3)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공업지역에 있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의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표 2-9>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종전대지에 관한 사항

공장이전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시책 변화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시책은 허용과 비허용 

사이를 반복하였으나 1996년 이후로는 더 이상의 산업기반 잠식을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건립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심의기준으로 삼았다.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심의기준(1996년)

 준공업지역을 공업기능특화지구(공장비율 50% 이상), 주공상혼재지구(공장비율 

20~50%), 주거기능특화지구(공장비율 20% 미만)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을 허용하였으며, 공장이전적지의 부지면적 및 해당지구에 

따라 공원 및 공장부지 확보비율을 설정하였다.

 1998년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심의기준을 강화하여 공장부지 혼재도에 따라 

공장부지 확보 비율을 조정하였다.(기존 10%~50% → 강화 30%~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정(200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 한해서만 공동주택을 허용하였고 2001년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였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연구시설 

중 일정규모(종류)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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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에서는 준공업지역을 공장혼재도에 따라 재분류하여 공장

이전적지 내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하는 지구(공업기능우세지구), 허용하는 지구

(비공업기능우세지구), 조건부로 허용하는 지구(주공상혼재지구)로 구분하였다.

도시계획조례 개정(2008년 7월)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장이 있는 지역에도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비율의 산업공간을 확보하면 공동주택을 

허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공장부지(이적지포함)만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공간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08년 7월 이전

‣
2008년 7월 이후

공동주택
허용여부

30% 이상(공장비율)
불 허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

사업구역면적대비 산업부지 
확보비율

10~30%
사업부지내 50% 이상 10~30% 미만 20% 이상

사업부지내 50% 미만
허 용

30~50% 미만 30% 이상
10% 미만 50% 이상 40% 이상

<표 2-10> 도시계획조례 개정전후 비교(공장부지의 공동주택 허용 기준)_2008.07

 아울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에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 250%를 300%까지 완화하여 준공업지역 

내 종사자의 직주근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구 분

도시계획조례 제55조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임대주택 건립 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250% 이하 300% 이하

<표 2-11>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적용

도시계획조례 개정(2015년 7월)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의 구간을 3개에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조정하였다.

이전

‣
현 행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

사업구역면적대비 
산업부지 확보비율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

사업구역면적대비
산업부지 확보비율

10~30% 미만 20% 이상 10~20% 미만 10% 이상
30~50% 미만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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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 40% 이상 50% 이상 50% 이상

<표 2-12> 도시계획조례 개정전후 비교(공장부지의 공동주택 허용 기준)_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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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의 정의 및 
범위

5  공장의 종류

공장의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공장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공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

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표 2-13> 공장의 범위

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 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표 2-14>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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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장의 설립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전자카드 제조업

․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 방송장비 제조업

․ 이동전화기 제조업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텔레비전 제조업

․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 제조업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구 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표 2-15> 지식산업센터의 구분 및 범위

공장의 설립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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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공장총량제 범위 내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 설립 시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 경감,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임대료의 경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부료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3,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취득세 및
지방세의

감면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자와 최초 입주자에게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5년간)를 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2 제7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금융지원
(건설입주자금

융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지식산업

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 받는 자가 필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의 

75% 이내의 범위에서 200억 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사업비 융자가 가능하며,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에 입주자금의 75% 이내의 범
위에서 8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조
건으로 융자가 가능함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2 제3항·제9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표3

건축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2 제8항

<표 2-16>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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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창의적 정신 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
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

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
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

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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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구

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전략산업(｢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으로 다음과 같다.

․ 전략산업의 지정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개발진흥지구(｢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3조)

 시장은 전략산업 등을 유치·육성하거나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구청장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에는 현재 종로 귀금속, 성수 IT, 마포 출판 등 7개소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구 분 내 용

기반시설 우선공급 ·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기반시설 우선 공급

행위제한 완화
· 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

시세감면
· 권장업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나 권장업종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자금지원 · 권장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추가 지원
·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진흥지구 

내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 내 다른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지원

지원시설 설치
· 기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

<표 2-17>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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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2조의2)

 시·도지사,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식

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지정요건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지원
사항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중소기업청장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

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

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있거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2-18>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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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이전의 
   준공업지역 

관련정책의 변화

2  2008년 이후의 
   준공업지역 

관련정책의 변화

2.3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의 평가

1) 준공업지역 관련정책의 변화

공동주택 허용(공장혼재율)중심의 관리체계 운영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적지 내 공장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영방침이었다. 공장혼재율에 따라 공장·공원용지를 확보 시에 심의를 통하여 

공동주택을 허용하였으며 공장비율에 따라 사업부지 별로 공원·공장 용지를 

차등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준공업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준공업지역의 

지정취지를 강화하고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 당시에는 공장혼재율이 

30% 이상인 사업부지 내에서는 공동주택을 불허하도록 하였다.

 2008년 이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사업부지 내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운영되었다.

구 분 내 용

1996~2000년 공장혼재율에 따라 공장·공원용지 확보 시 공동주택 허용
- 공장비율에 따라 사업부지 별로 공원·공장 용지 차등 확보

2001~2008년 공장혼재율 30%이상 공동주택 불허

2008.7.30.

조례 개정 : 공장비율에 따라 산업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 허용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

사업지구
산업부지 비율

비고

10~30% 미만 20% 이상

산업시설
- 제조업, 연구소, 업무시설 등

30~50% 미만 30% 이상

50% 이상 40% 이상

※ 공장혼재율 중심의 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관리로 전환

<표 2-19>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기준(2008년 이전)

개별 사업단위 관리에서 종합관리체계로 전환

 2008년 이전에는 개별 사업단위의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의 개발허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다. 2008년 이후부터는 지역단위의 사업관리를 통하여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유지·관리하고 다양한 산업기능의 복합화 및 신경제축을 

형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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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업지역의 
발전방향

<그림 2-4>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련정책의 변화

2)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주요내용

준공업지역 총량유지: 산업의 질적 변화에 대응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발전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양적인 

감소와 함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산업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제조업의 

빈자리를 서비스업이 채우고 있어 새롭게 생겨나는 신산업의 수용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준공업지역은 산업의 모태공간으로서 그 총량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기능의 유기적 복합화

 준공업지역은 기존 제조업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산업공간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입지

하는 산업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산업으로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제조업 및 업무․연구․유통기능 등과 산업기능을 유기적으로 복합하여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이고 사업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창출되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산업부지를 정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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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및 전략

산업중심코어 및 복합비지니스코어 조성으로 신경제축 형성

 단순히 산업을 영위하는 공간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기능과 함께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산업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과 

신산업을 지원하는 교육, 여가, 지원센터 등이 산업시설과 결합하여 산업 활동의 

중심코어를 조성한다.

 또 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업무, 호텔, 쇼핑 등의 시설이 복합된 비즈니

스코어를 조성하여 지역의 중심성을 고취하고, 나아가 성숙한 산업 환경과 복합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 준공업지역이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산업 활동의 중심코어와 비즈니스코어가 어느 한 곳에 구축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 활동이 일어나는 준공업지역을 다핵구조화하여 이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과 도시환경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림 2-5> 준공업지역 발전방향

물리적 정비와 산업지원정책의 병행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산업기반과 노후화·영세화 그리고 

주공혼재지역의 증가로 인해 산업생태계의 파괴와 주변 환경의 낙후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에서는 준공업지역을 산업 간의 유기적 복합화 

및 새로운 산업연계를 통한 신경제축 형성을 기점으로 새로운 경제중심축으로 발전

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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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활성화를 위해 공공에서는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공간의 계획적인 입지와 영세산업의 활동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신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별 사업부지가 아닌 지역단위의 사업관리를 통하여 준공업지역의 통합적인 

관리원칙을 정립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여 

구역을 구분·관리하고 각 구역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비유형을 도입하여 산업적

으로 경쟁력 있고 환경적으로 양호한 미래형 복합도시를 조성한다.

<그림 2-6>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기본방향 및 전략

산업활성화를 위한 전략

 첫째, 산업입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전략산업의 육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영등포와 강서구는 마곡산업단지와 연계하여 

NT·BT 등의 산업을 육성하고 구로와 금천구는 G밸리와 연계하여 첨단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상생·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서울시 내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산업시설 자금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략사업의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산업공간의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해야 한다. 산업의 축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산업공간과 주거공간의 수평적인 분리를 통하여 산업

시설과 산업지원시설간의 복합화를 유도하고 산업시설은 간선도로변에 배치하도록 

하여 주요가로축과 연계된 산업축의 형성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영세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 개발 시 

추가로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를 임대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여 영세산업에게 

지원하고 영세제조업의 보호대책을 지침화하여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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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업지역 
관리구역

<그림 2-7> 산업공간의 계획적 입지 <그림 2-8> 영세산업의 활동지원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첫째, 준공업지역의 관리원칙을 정립한다. 우선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유지하고 전략

거점 및 역세권에 중심지 육성과 산업공간의 계획적인 입지를 통하여 산업축을 

형성하는 등의 관리원칙을 통해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계획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구역을 관리한다. 노후혼재지역이나, 공장이전지, 

양호한 주공혼재지나 개발완료지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구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비유형을 도입한다. 계획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 관리구역에 적합한 정비유형을 적용하여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비

유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림 2-9> 준공업지역 내 관리구역 및 정비유형

 이러한 관리구역 및 정비유형을 통하여 준공업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지역정비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알기 쉬운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공공 

및 민간의 협력적 산업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정비가 가능해진다.

정비발전구역

 정비발전구역은 산업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구역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구역이나 개발압력이 높아 가까운 미래에 사업의 

시행이 예상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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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의 적용대상은 블록단위 산업집적지와 노후화된 주공혼재지, 대규모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한다.

구분 정비발전구역

정의
∙ 산업집적지, 주공혼재지, 대규모이전적지 등 체계적 계획으로 산업 

및 지역활성화가 요구되는 구역
∙ 개발압력이 높아 사업시행이 용이한 구역

적용대상 ∙ 산업집적지 / 주공혼재지 / 대규모 공장이전지 등

관리원칙

[정비계획]
∙ 산업집적지 : 순수산업 유치 유도를 위해 공공지원 적극 도모
∙ 주공혼재지 :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정비하되, 역세권 등 지역중심

역할이 요구되는 지역은 복합기능 유도
∙ 주거복합용도의 용적완화시
   - 임대산업시설 확보 또는 기반시설 추가부담

[정비방식] 산업개발진흥지구 / 정비사업 / 지구단위계획

<표 2-20> 정비발전구역

계획관리구역

 계획관리구역은 공동주택 또는 기타용도가 이미 정비되어, 장기적 관점의 지역 

환경 정비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구역의 적용대상은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계획수립이 

어려운 지역으로 향후 재건축 등을 통해 안양천, 도림천, 중랑천 등 도시 오픈 

스페이스와의 연계 등의 지역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한다.

 계획관리구역은 현재의 개발상태를 유지하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계획관리구역

정의
∙ 기존기능 유지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 마스터플랜으로 

블록단위의 계획적 관리가 요구되는 구역
∙ 장기지역변화에 대응하는 구역

적용대상 ∙ 개발진행지역 /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연계 등 지역정비 예상지역

관리원칙
[정비계획] 향후 10년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도시 관리 유도
[정비방식] 지구단위계획

<표 2-21> 계획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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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업지역 
정비유형

존치관리구역

 존치관리구역은 이미 대규모 공장 이전을 통해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로 향후 

10년 이후에도 특별한 기능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과 도시

계획시설 입지로 별도의 계획에 의해 정비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존치관리구역은 기존의 기능을 유지토록 관리한다.

구분 존치관리구역

정의 ∙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한 구역

적용대상 ∙ 재개발 ․ 재건축완료구역 / 공장이전지 개발구역 / 공공시설 집중구역

관리원칙
[정비계획] 현재 개발상태를 유지하나, 보행 및 오픈스페이스계획에
          대한 행정지침화
[정비방식] 현재 개발상태 유지

<표 2-22> 존치관리구역

공공지원형

 공공지원형은 적극적 공공지원을 통해 산업집적지의 산업특화·발전을 유도하는 

정비유형으로서 실효성 있는 공공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비유형이다.

 공공지원형 정비지역의 경우,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 및 밀도 등 부문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그림 2-10> 공공지원형 운영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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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비형

 공공지원형은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시설과 공동주택의 계획적인 입지를 

도모하는 유형으로 주공혼재지역에 대해 산업과 주거의 계획적인 분리로 산업 

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점적 주거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주거개발의 최소개발단위를 10,000㎡이상으로 

하여 산업과 주거가 규모 있게 위치하도록 한다.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간선가로와 같은 도시축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을 

배치하여 산업축을 형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저층부 산업지원시설, 고층부 

아파트형공장과 업무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의 우선 배치를 권장한다. 

산업부지의 용적률은 250% 이상(단, 공동주택 용적률이 250%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용적률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형식적 산업시설 개발을 막고 산업

부지의 실질적 확보효과를 높인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는 경우, 공동

주택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까지 완화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1/2은 장기

전세주택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11> 산업정비형 운영가이드라인

지역중심형

 지역중심형은 산업지원시설 설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필요시설 및 전략

유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한 정비유형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여 

산업시설을 설치하되, 주거부지에 대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정용적률인 

400% 범위 내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복합개발 시 준공업지역이 갖는 이미지를 쇄신하고 주변지역 환경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서관, 문화시설, 업무, 호텔, 전시시설과 같은 전략 및 지역필요

시설을 전체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이상 설치하여 전략적 거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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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개발 시 주거복합, 노인주택, 오피스텔 등의 용적률을 230%에서 380%로 

완화함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150%의 1/2은 임대산업시설부지로 제공토록 

하고 공공에서 신산업 및 지역의 영세사업자 등에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림 2-12> 지역중심형 운영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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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업지역 
실태조사

2.3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의 평가

3)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의 한계 검토

산업정책과 공간계획의 연계를 위한 산업실태조사 부족

 2009년 계획 당시 5단계의 분석단계를 통하여 준공업지역 내 산업현황을 조사

하였다.

 1단계 통계 및 관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분석, 2단계 

지식기반 창조문화산업에 해당하는 200여개 사업체를 샘플링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3단계 산업관련 이론 및 제도 연구, 4단계 해외 공업지역

정비 및 산업정책 사례분석, 5단계 권역별 산업 정비방향 도출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통계연보와 GIS 데이터의 수치가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의 상당부분이 

불일치하여 준공업지역 내 정확한 산업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구 분 조사내용 조사방법

제조업현황
(중분류)

∙ 업종별 현황 및 주요 업종특화분석

- LQ(입지상법)적용 

※ 자치구 + 동단위

사업체 통계연보

산업구조현황
(대분류)

∙ 산업구조변화(사업체수, 종사자수)

∙ 준공업지역 산업별 비중(사업체/종사자수)
통계, 연구자료

신산업 수요

∙ 설문조사를 통한 신산업 수요분석

∙ 10개 업종 대상 업종별 20개(총 200개)

∙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산업수요 추정

설문조사

지역별계획
∙ 가구별 일반현황

- 공장비율, 노후도, 건축용도 등
통계연보, GIS

<표 2-23>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중 산업부분 조사 내용

 또한 공부상 현황에 표기되지 않는 영세공장 세입자 등의 조사가 누락되었고,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표본조사(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20개씩 총 200개 

업체)를 실시하여 실제 준공업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생태계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실제적인 현황조사와 생태계가 집적된 지역의 산업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지에 직접 방문하여 업체들 간 심층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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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업지역
관리 범위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지역(생활권)단위의 종합관리에 한계

 2009년 수립된「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의 경우 계획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구역을 관리하였으나 그 중 약 46%에 해당하는 ‘정비발전구역’을 

위주로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왔다.

구 분 내 용 단계 구분

정비발전구역 ∙ 개발압력이 높아 전략적 정비가 요구되는 구역 1단계 정비대상

계획관리구역 ∙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 환경정비가 요구되는 구역

존치관리구역 ∙ 개발완료 구역으로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구역

<표 2-24> 관리유형의 구분

구 분
관리유형별 면적(ha)

비 고
정비발전구역(1단계) 계획관리구역 존치관리구역

합 계 660 276 491

영등포구 139 182 122

강서구 40 56 68

구로구 114 - 165

금천구 124 26 70

성동구 178 - 14

도봉구 65 12 52

※ 관리유형구분에서 제외된 면적은 도로 및 하천 등의 면적임

<표 2-25> 자치구별 1단계 정비구역 선정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현황, 건축물의 용도, 노후도 등 종합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노후불량지 및 산업밀집지, 주공혼재지 또는 

대규모 공장이전지 등이 계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계획관리구역’이나‘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마땅한 정비유형으로 관리

수법이 존재하지 않고, 특히 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현재 개발상태를 유지한다는 

대원칙만을 제시하고 이 밖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림 2-13> 영등포구 2BL 정비발전구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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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방식의 다양성 산업육성기반 중심의 제한적 정비·관리수단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및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타 용도지역에 비해 다양한 용도의 입지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준공업지역 내에는‘산업집적지’,‘주공혼재지’,‘역사·문화·

산업혼재지’등 다양한 지역특성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2009년의 연구에서는 산업보호와 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고 관리

하는 수단을‘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등의 산업

정비중심의 제한된 정비유형으로 계획하여 각각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의 수립에 대한 한계가 나타났었다.

구분 정비수단

정비발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지구단위계획 /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존치관리구역 현 상태 유지

<표 2-26> 관리유형별 정비수단

<그림 2-14> 산업정비중심의 제한된 정비유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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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 현황 2009년 이후 사업시행 사례 1개소에 불과

 2009년 계획에서는 정비발전구역 중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우선정비대상구역(4개소)으로 선정되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산업재생

사업의 추진결과가 미진하였다.

 2009년 10월 이후 9개 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1만㎡ 이상 대규모 부지) : 5개소 / 

도시환경정비구역 : 4개소)이 사업추진에 착수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다만, 강서구 가양동 1498번지 일대 대상공장부지(지구단위계획 : 산업정비형)만이 

유일하게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림 2-15> 사업추진실태 종합

연번 부지명 면적(㎡) 추  진  현  황

1
구로구 

CJ공장부지
34,443

○'14.10. 2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5.10월 현재 : 세부개발계획 미신청

2
강서구

화이트코리아
59,968

○'10. 7. 8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3. 6. 7 :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
○'13. 9.25 : 공동주택 사용승인

3
강서구

CJ공장부지
105,762

○'12.10.25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고시
○'15.10월 현재 : 세부개발계획 미신청

4
영등포구

문래동부지
16,436

○'10. 7.29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1. 2.11 : 사업계획 승인

5
구로구 

서울남부교정
시설 이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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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중

<표 2-27>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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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유형의 
운영기준

연번 부지명 면적(㎡) 추  진  현  황

1
구로구

신도림 일대
197,565

○'12.05.0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12.10.25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5.10월 현재 :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

2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279,472

○'12.10.1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13.07.11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5.10월 현재 : 공장이주대책 검토 중 

3
금천구

가산동 일대
19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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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동구

성수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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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중

<표 2-28> 우선정비대상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경직된 가이드라인 운영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미약 

 2009년 계획에서 제시한 정비유형 중 ‘지역중심형’의 경우에는 역세권 및 

간선가로 연접지 등 지역중심의 기능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하는 유형으로써 

전략시설을 계획하고 임대산업시설 부지의 확보 등의 계획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구로구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의 사례를 보면 하나의 구역에‘산업

정비형’과‘지역중심형’의 2가지 정비유형을 동시에 적용하여 관리목표와 정비

유형선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계획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임대산업시설은 토지로만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하여 실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감소(복합개발부지 약 43.3%)로 인해 사업실현성이 저하되는 한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전략시설의 용도운영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지역중심형의 

전략시설은 대규모 판매시설만 입지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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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육성

<그림 2-16> 지역중심형(예:구로구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사례에서 보이는 한계점

산업유산 및 영세산업 보호를 위한 실행방안 부족

 준공업지역 내에는 종사자수가 5~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의 비율이 약 51.5%로 

다양한 영세산업생태계가 입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들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신규 임대산업공간의 

확보가 민간의 대규모 부지 개발 시 기부 채납하는 부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임대산업시설부지 확보에 대한 계획은 2009년「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3개 구역 내 

4개 부지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확보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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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종합

2.4 평가결과 종합

 2009년「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평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00년에 수립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의 후속계획의 성격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서울시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공동주택 개발허용 중심의 개별 사업단위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단위의 사업관리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준공업지역 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역맞춤형 관리구역 설정 및 

정비유형을 수립하여 각각의 개발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운영 가이드

라인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준공업지역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업지역 내 산업

생태계 구조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였으며, 공부상의 현황과 실제 현황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2009년 계획은 준공업지역을 지역적 특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3개의 

관리유형으로 구분하였지만 ‘계획관리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정비발전구역’도 1만㎡이상의 부지만 주된 관리대상으로 하여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한 우선정비대상구역(4개소)는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으며, 2009년 이후 사업이 완료된 사례는 지구단위계획인 단 1개소에 불과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비유형의 운영기준은 충분한 사업시행 시뮬레이션의 부족, 토지 

중심의 평면적인 임대산업시설 부담 체계 등의 경직된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저하되는 등 이를 보완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는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현황과 산업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비발전구역 

중심관리에서 벗어나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관리를 통하여 각 지역의 

산업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생유형을 제안하고자 하며, 저성장시대에 들어선 

현 상황과 법제도체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지역(산업)생활권계획의 수립을 통해 생활권별 산업

정책과 공간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준공업지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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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80년대

<그림 3-1> 도심 부적격 
시설의 외곽 이전 계획으로 

설립된 구로공구상가

제3장 준공업지역 현황 및 실태분석

3.1 서울시 산업정책의 변화

1) 서울 산업정책의 변모

제조업을 인구유입의 요인으로 판단, 외곽으로 이전정책

 1964년에는‘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으로 안보상 취약한 한강 북쪽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인구의 강남유치를 위하여 과감한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며, 1976년

에는 서울의 산업과 공공기능의 분산을 위하여 수도권 내 신공업도시 건설과 서울

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신 행정수도 건설계획 등을 시행하였다. 

 주요전략에는 물리적 억제, 물리적/재정적 규제, 권역 내 분산을 위한 전략 등이 

있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물리적 억제전략 : 개발제한구역의 설치(1971), 특정시설제한구역 설치, 도시 

내 공업용지 축소 등 토지이용규제

‑ 물리적·재정적 규제전략 : 조세, 건축 인허가 통제를 통한 공장 업무시설의 

입지규제, 교육기관의 새로운 증설·증원억제, 주민세 

‑ 권역 내 분산을 위한 전략 : 강남개발, 과천, 안산 등 권역 내 신도시 건설

 1970년대까지 영등포 및 구로구의 제조업 성장을 바탕으로 서울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 대규모 공장의 지방 및 교외이전으로 서울의 탈제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며, 

도심과 부도심에서 서비스산업과 정보산업 등 3차산업이 성장하였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제조업을 인구유입 요인으로 판단하고,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였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84년 수립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제조업의 외곽이전정책, 특히 ‘도심 부적격 시설의 외곽 이전 계획’을 통해 

영등포구와 청계천 일대의 공구 판매 업체 857개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구로기계공구상가, 시흥공구상가 등을 설립하였다.



52

2  1990년대
산업의 국제화 및 지식고도화 추진

 1990년대에는 인쇄·의류·기술집약적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금융·

보험·부동산·법률·세무회계·서비스·정보통신산업 등의 생산자서비스 성장이 

서울의 성장을 주도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기반 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통한 지식기반 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하였다.

‑ 이를 위해 창업보육기능의 확충, 신산업을 위한 인력양성, 창업투자조합의 육성, 

산·학·관 협력 테크노파크 설립, 지식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서울형 산업의 육성

 서울의 다양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산업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며 제품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 즉, 기존 산업체의 기술, 디자인, 기획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 이를 위해 서울의 대표적 제조업인 의복 및 모피제품,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의 첨단화를 도모하였다.

‑ 산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 기술기반, 도시이미지를 활용하여 

신기업,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게 하였다.

‑ 국내·외 여건 변화와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욕구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산업

개념을 도입하여 서울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였다.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인력확보 및 육성, 기술개발, 판매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 인력확보 및 육성을 위해서 제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여성인력 및 

고령자의 산업현장 유인, 산업인력 양성의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기술개발 부분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지원, 벤처기업 융자지원, 산학협동 

기술개발연구지원, 업종 간 기술교류사업 활성화, 지역기술 진흥사업, 이노베이션

센터 건립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 비즈니스

매칭, 경영지원 등을 시행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도모하였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의 확대, 산업페어 등을 시행하고, 중소

기업 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제품의 국내·외 홍보, 업종별·지역별 정보

공유체제 형성과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판매지원 시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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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대

준공업지역의 개발

 연구개발, 첨단산업기능 강화, 혁신 지향적 벤처 생태계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준공업지역의 개발정책을 실시하였다.

‑ 준공업지역 개발을 위해 1996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심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공업기능 특화지구, 주공상 혼재

지구, 주거기능 특화지구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한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을 수립

했다. 

면적(㎡)
공업기능 특화지구

(공장비율 50% 이상)
주공상 혼재지구

(공장비율 20~50% 미만)
주거기능 특화지구

(공장비율 20% 미만)

10,000이상
공원용지 20% 공원용지 20%

공원용지 20%
공장부지 40% 공장부지 20%

3,000~10,000 
미만

공장부지 60% 공장부지 40% 공장부지 30%

3,000 미만 공장부지 30% 공장부지 30% 공장부지 30%

<표 3-1> 도시계획위원회의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심의 기준 (1996.09)

4대 산업벨트 조성

 서울을 4대 산업벨트 권역으로 구분한 후, 특성화 된 육성전략을 수립·추진하였으며 

각 산업벨트 내의 주요 거점별 연계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권역명 권역내 산업지역 특화육성 및 산업

도심
창의산업벨트

· 동대문 디자인 클러스터

· 상암 DMC 단지

· 여의도·용산 국제업무단지

· 디지털 컨텐츠산업

: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 디자인산업, 의류·패션산업, 귀금속산업, 인쇄·

출판산업

· 금융 및 사업서비스 산업 등

서남
첨단산업벨트

· 마곡 MRC

·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 IT·NT·BT 기술융합형 산업

: 정밀기기, 의료소프트웨어 등

· 기존 준공업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나노메

카트로닉스 등

동북
NIT산업벨트

· 공릉 NIT 미래산업단지

· 성동 준공업지역

· 홍릉벤처밸리

· IT·NT 기술융합형 산업

: 정밀의료, 의료소프트웨어 등

· 신약, 신의료용구, 인공장기 산업 등

동남
IT산업벨트

· 테헤란밸리

· 포이밸리

· IT, 컨벤션산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 디지털 컨텐츠산업

: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등

<표 3-2> 4대 산업벨트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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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울의 4대 산업벨트

준공업지역의 권역별 정비

 준공업지역에 대한 장기간 관리소홀로 산업기반 및 생활여건이 약화되었으며,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 미흡, 무분별한 공동주택입지 등 용도혼재로 

인한 준공업지역 해제요구 민원 등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의 권역별 정비를 추진하였다. 

‑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의 유치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거점개발, 수도권 및 세계 주요 산업지역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권 역 내 용

영등포·강서

·기존 기계금속 산업을 바탕으로 대학·연구소의 NT, IT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을 촉진하여 나노 메카트로닉스(NT+기계+IT) 산업의 집적지로 육성

·향후 마곡 R&D 시티의 NT, IT, BT 산업과 연계 발전시키고 경기도 부천, 인천 

지역의 기계, 자동차산업과 연계하여 나노 메카트로닉스 산업벨트의 핵심지역
으로 발전

구로·금천

·기존 전자부품, 기계장비산업에 IT, NT 기술을 접목하여 정보통신제조업, 

첨단기계산업의 메카로 발전

·기존 디지털 산업단지, 경기도 안양 일대의 산업지대와 연계하여 첨단산업클러

스터의 중심지로 발전

성수

·기존 인쇄·출판·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지역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첨단정보통신(IT), 바이오(BT)산업을 신규로 육성

·성수 준공업지역을 강남테헤란 밸리, 홍릉밸리, 공릉동 NIT 단지를 연계하는 동부

지역 첨단산업 벨트의 중심지역으로 발전

<표 3-3> 지역별 발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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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산업재개발을 위한 제도정비

 개발 유인수단의 미비로 공장의 노후화 등 열악한 산업환경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어 소규모 영세공장의 노후화 및 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었다.

‑ 빠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로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

으로 구조 개편이 부진한 상태였으며,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용도간의 

마찰과 새로운 산업수용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 특히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제공하고 준공업

지역의 산업재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도적 유인수단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산업기능의 활성화 및 산업재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수단을 확보하고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하기 

위해 제도정비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공장이전지의 매입 등을 통한 산업의 순환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방향은 아래와 같다.

‑ 공장이전지로서 산업재개발 추진에 필요한 토지는 시에서 매입하여 활용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재개발과 같은 수준의 

자금지원 등 지원제도 정비

‑ 산업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지원제도 수립(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 

별도의 자금설치 등)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의 활성화

 섬유봉제 제조업 등 경공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의 구조

변화 및 재배치가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산업단지에서는 특화산업의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과 산업구조 혁신을 선도할 중추기반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60년대 이후 기반시설투자가 거의 없어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재정비 

및 질적 성장 촉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인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심형 연구․생산 공간으로 전환 등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핵심거점 역할수행 및 인접지역과의 유기적 연계, IT 

산업분야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산업자원부의 구조

고도화사업 등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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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대

 세부적인 활성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도로체계 개선 지원

‑ 산업단지 지원시설(컨벤션센터, 호텔, 연구소, 오피스 등) 및 상업, 업무, 주거, 

녹지시설 등을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에 반영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상수도 요금 할인

‑ 공공기반시설의 유지․보수 지원

준공업지역 산업정책 수립

 2010년대에는 준공업지역을 서울시 성장의 핵심공간으로 보고 산업정책을 

수립하였다. 

‑ 신성장동력 및 지연산업의 거점공간 조성 등 계획입지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함 

‑ 기존 산업기능 집적지역은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로 유도 및 보호, 육성함

‑ 제조업 및 연계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함

‑ 도시정비사업과 산업지원의 연계를 강화함

정책 방향 추진전략

1. 신성장동력 및 지연산업의 
거점공간으로서 계획입지로 
전환 적극유도

· 도시형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전환 유도 (현재 30%⇒40%)

· 산업단지는 생산중심에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유도

·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활성화 

· 입지별 특화전략에 따라 현행법상 정책지구 적극 활용 

2. 기존 산업기능 집적 지역은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로 유도 
및 보호·육성

· 기존의 산업집적지역은‘산업진흥개발지구’로 지정 

· 클러스터별 특성화를 위해 타 지역 연계산업 이전시 지원 

· 서울시 주도로 산업입지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제공 

· 산업클러스터 지역별 현장 맞춤형 ‘산업지원센터’ 설치

3. 제조업 및 연계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도시공간
조성 

· 준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환경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 도시환경정비사업시 장기임대형 산업용지 확보

·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이나 현지개량사업 정책 지원 

·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연계 강화 

4. 도시정비사업과 산업지원사업의 
연계강화 

· 산업입지 정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연계 추진 

· 지역별 산업클러스터거점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 정기적 산업입지 모니터링으로 산업구조변화에 능동적 대응 

<표 3-4> 2010년대 준공업지역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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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플랜」의 산업정책

 「2030 서울플랜」은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

하는 서울시 최상위 계획이다.

 「2030 서울플랜」에서 서울시 전체 실·국·본부의 행정 분야를 융합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시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수립한 ‘핵심 이슈별 

계획’중 산업과 관련한 핵심이슈는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로 

3개 목표 10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3개 목표, 10개 전략)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1-1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1-2 창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1-3 서울형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1-4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기존 산업집적지의 활성화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2-1 공존과 협동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2-2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2-3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3-1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창조계층 확대

 3-2 세계인이 일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 

 3-3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을 통한 21세기형 도시경제 환경 조성 

<표 3-5> 「2030 서울플랜」의 산업관련 핵심이슈 및 목표, 전략

 이 중 산업 및 준공업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부분의 세부전략은 아래와 같다.

전략 1-1.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연계 및 융합,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도모한다.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관광/MICE, IT융합, 바이오메디컬, 녹색산업,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패션, 첨단 모바일 및 IT융합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뷰티

산업, 의료관광 등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구로 및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는 산업유산, 생산현장, 첨단산

업단지 등을 활용한 생산현장 탐방프로그램 개발 등 산업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전략 1-2. 창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서울 대도시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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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3. 서울형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 제조업 기반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

 지역특화산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략 4.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기존 산업집적지의 활성화

 주요 거점별 연구개발 기반의 산업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준공업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경제비전 2030」 -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 수립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경제를‘창조·혁신의 융복합경제’,‘리더십·협력의 

글로벌 경제’,‘상생·지속의 공존경제’로 진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경제

비전 2030 -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을 계획하였다. 

‑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은 ‘융복합·글로벌·공존경제도시’를 목표로 그동안의 

개별 산업 육성방식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보완하고 공유·협력·상생의 

새로운 경제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 이중 산업분야에서는 차세대 서울경제를 선도하고 성장을 촉진할 ‘IT 융복합

산업’을 중심으로 GT, NT, BT 등 첨단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고, 모바일앱, 

콘텐츠산업, 패션·디자인산업 등 ‘창조산업’을 융합해, 관광과 MICE 등 

고부가가치 기반 신성장 산업영역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융복합경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3-3> 서울형 창조경제모델 상 IT, BT, GT, NT 융합산업 육성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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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35대 핵심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개의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육성하도록 하였다. 

‑ 2030년까지 도심권은‘글로벌 도심 창조경제중심지(종로, 동대문)’, 동북권은

‘미래성장동력 연구·교육 중심지(창동·상계·홍릉)’, 서북권은‘창조·문화산업 

혁신기지(DMC, 서울혁신파크)’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 동남권은 글로벌 비즈니스중심(삼성~잠실), 서남권은‘지속가능 서울경제 성장

거점(마곡, G밸리)’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20대 산업거점을 조성

하도록 하였다. 

<그림 3-4> 20대 산업거점(경제비전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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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

2) 서울의 주요 산업입지정책

추진배경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기존 서울의 산업기반이 공동주택 등에 잠식되고, 
규제중심의 산업입지 정책으로 산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서울의 산업

입지 공간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중 ‘개발진흥지구’제도를 활용하여 마련되었다. 

인센티브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상 규제완화, 취·등록세 등의 세제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우선공급, 부지매입비·분양대금의 자금지원, 공장설립의 간소화 및 설립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수반된다. 

구분 내용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지구단위계획 승인 필요)

세금감면  취득세 50% 감면 및 재산세 5년간 50% 경감 

자금융자  권장업종시설 건설사업자 및 영세기업 등에 자금융자

시비지원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 설치, 기반시설 공급·확충 등 

<표 3-6>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추진현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2010년 1월 중구(금융), 마포구(디자인), 영등포구(금융), 

종로구(귀금속), 서초구(R&D) 5개소가 지정된 후, 2013년 7월 동대문구(한방

바이오)가 지정되어 모두 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산업개발진흥지구는 2010년 1월 성동구에 지정되어 서울시에 산업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모두 7개소에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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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변화

종류 지구명 위치 면적(㎡) 지역특성 및 조성방안

특정개발
진흥지구

종로 귀금속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 귀금속 클러스터 육성

중구 금융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 금융기관 본점 입지

마포 디자인․출판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 홍대 인접, 디자인 및 대형출
판사 밀집지역

영등포 여의도 금융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 국제금융센터 조성 등 동북아 
금융거점 육성

서초 양재 R&D 우면동 일대  59,822
․ 주변 R&D인력과 시설 연계한 
R&D메카 조성

산업개발
진흥지구

성동 성수 IT 성수동2가 일대 539,406
․ 대규모 준공업지역, IT 선도시
설 다수 입주

<표 3-7>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

 서울시는 기존의 지원책이 대규모 투자·지역개발 위주로 진행되어 실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당초 기대되었던 해당지구 내 권장업종 활성화 효과 보다는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 해외 및 국내 경제 성장세의 둔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이 나타났고, 시 재정의 

압박으로 대규모 시설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지원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이르렀다. 

‑ 또한 서울시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제시한 용적률 등 

도시계획행위제한 완화, 세제 감면 등은 주로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임대 입주중인 영세사업자에게 해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공동체 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영세상공인 보호 강화’,

‘각 지구의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와 안착 지원’등을 골자로 하는‘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2012.9)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활성화 추진계획에서는 우선 시설투자나 산업기반 확보를 공공에서 진행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산업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 산업공동체는 특정 지역에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상공인이나 관련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구별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공동체로서 진흥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등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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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자치구는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의 구축이나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및 

기술지원은 물론 판로개척,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등을 도와주게 되며, 

지속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양질의 교육실시, 해외

연수, 기능대회 개최 등도 지원하여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둘째, 개발 위주였던 인센티브는 지양하고 임대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집중하였다.

‑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120%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인센티브는 2013년부터 지역별 권장업종 유치비율에 따라 105~120%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2013.3.28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이는 현실적으로 50% 이상 권장업종 유치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양산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권장업종 유치비율 50% 이상
40% 이상
50% 미만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용적률, 
건물높이 등 

적용비율 

2013 이전 120% 해당 없음 

2013 이후 120% 115% 110% 105%

<표 3-8> 권장업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변화

‑ 또한 지구별 산업공동체가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 수준과 입주업종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높은 임대료로 인해 영세 권장업종 업체가 해당 지구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비권장 업체 등이 무분별하게 입주하여 특화지구

로서의 특색이 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더불어 노후화 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개발방식도 대규모 이주와 장기적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전면철거보다는 소규모의 수복형 도시정비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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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의 중요성 
  및 역할

3.2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산업역할과 제조업의 전망분석

세계경제(Global Economy) 하에서 제조업의 중요성

 최근 세계 경제에서 제조업은 생산성 증가와 R&D, 수출, 광범위한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 교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R&D 지출의 약 89%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McKinsey & Company, 2012).

 국가경제가 성장할수록 GDP나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

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점점 감소하지만, 제조업 산업기반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제조업의 비중 감소는 생산혁신, 자동화,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에 기인하지만, 이는 동시에 고부가가치로의 제조업 구조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증가 추세에 있다. 

‑ 예를 들면, 제조업은 전세계 GDP의 16%를 차지하며, 부가가치는 2000년 

5조7천만 달러에서 2010년 7조 5천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중요성의 재평가를 통한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금융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기업투자 증가율의 하락, 일자리 증가폭의 하락 그리고 실업률 

상승으로 성장세 둔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성장전략으로 제조업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제조업을 강화하면서 무역수지적자를 감소시키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추구하는 

전략들을 마련하게 된다.

‑ “Remaking America Project”로 불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정책은 

중국 등 신흥국으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빚을 내 소비하는 경제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국외 입지한 제조 기업들에 대해 본국으로 이전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통해 제조업 부활의 가시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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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비 20% 지원

‑ 법인세 35%에서 28%로 감세

‑ 3년간 매년 총 20억 달러(한화 약 2조 3800억원)의 융자제공

<그림 3-5> 미국 제조업 부활정책 효과

자료: 조선일보(2014.07.14.);World bank(2014), Office of urban affairs website, White house, USA

 

 Reshoring은 다음과 같은 비용격차 축소와 효율성 추구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 저렴한 인건비 이점 축소

‑ 생산비용 격차 축소 : 에너지 및 부동산 비용, 운송비용과 관세 등의 요인, 

위안화 평가절상효과

‑ 생산시설 입지 효율성 : 고객 피드백 경영 효율성, 공급차질 위험, 주정부 

생산기능 유치 혜택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득 양극화 방지를 위해 생산시설의 입지는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하며, 아직 중국 등 신흥국들의 인건비가 저렴하므로 

미국 제조업 기업의 국내 복귀현상은 급격하게 전개되지는 않으나 앞으로도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에 따른 제조업의 입지 성향 및 서비스업과의 상호연관성

 제조업 원가 절감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왔으나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생산 산업의 경우, R&D와 제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이전을 최소화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지식기반기능과 생산기능은 서로 다른 장소선택 기준을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생산기능과 마케팅기능에 비해 R&D기능의 세계화는 비교적 더딘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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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산업구조변화 
  및 제조업의 특성

‑ 이는 R&D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환경이나 소비자, 공급자에 큰 영향을 

받고 또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와 노동시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며, 

대도시의 입지적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생산기능의 경우 주로 양륙비 포함원가(total landed costs)에 의해 장소선택이 

결정되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세계적인 제조업 기업들이 기업의 본사는 자국에 

두고 해외의 지점에서는 생산기능만 담당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적재산의 보호 외에도 세금정책이나 지원정책 등에 따라 R&D기능의 

장소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제조업은 생산기능만을 포함하며 서비스업과의 구분이 분명했다면, 최근의 

제조업은 R&D, 마케팅, 판매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포함하며 

두 산업 사이의 격차가 희미해지고 있다.

‑ 실제로 2010년 미국 제조업의 경우 고용의 34%가 서비스업과 관련된 직업이며,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입 중 24%가 서비스 관련 활동이다.

‑ 국제교역에 있어서 제조업의 수출은 보이지 않는 서비스업의 수출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는 제조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공학기술, 디자인, 운송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산업에서 제조업은 서비스업의 투입을 발생시키고 서비스업은 

제조업 생산의 수요를 발생시키며 서로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 즉, 산업연관 

효과를 통해서 제조업의 성장은 서비스업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밀접한 연관성은 대도시에서의 제조업 입지 필요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의 산업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수도권 대비 비중은 감소

 서울의 사업체수는 지난 5년간 약 5만 2천 개가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약 54만 

명이 증가하여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산업규모 증가에 비해 서울의 산업규모 증가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내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산업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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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서울시와 수도권의 산업규모 변화

(단위: 개, 명)

구분 1997 2007 2012 비고

사업체수 692,616 728,614 780,887 35,998개 / 52,273개 증가

종사자수 3,758,459 4,001,944 4,541,393 243,482명 / 539,449명  증가

자료: 서울시 통계연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표 3-9> 서울의 산업규모(1997~2012)

서울시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의 증가 추세와 함께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제조업 비중도 여전히 높게 나타남

 2011년 기준 서울시 산업 종사자수는 대분류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및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체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즉, 서울시 제조업은 서울시 산업구조상 종사자수 기준으로 전체 업종에서 중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19개 대분류 업종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2011년 기준). 

 2007-2011년 기간 동안 종사자수는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증가하였으며, 

사업체수는 제조업이 소폭 감소하였고 나머지 업종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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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및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림 3-7> 서울시 산업구조 변화

서울시 사업서비스업은 전국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제조업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음 

 서울시 제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2007-2012) 사업체수

에서 약 1%, 종사자수에서 약 5% 감소한 반면, 전국의 제조업 감소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반면, 서울시 사업서비스업 비중의 증가는 동기간 전국의 사업서비스업 비중의 

증가보다 높게 나타나 서울시의 사업서비스업이 전국 대비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예를 들면, 전국 대비 서울시가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2007년 사업체수 

19%, 종사자수 12%이며, 2012년에는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각각 16%, 8%를 

차지해 전국 대비에서도 감소 추세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시 사업

서비스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사업체수 기준 35%, 종사자수 

기준 45%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며, 지난 5년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제조업 규모는 종사자수 측면에서 2007년 업체당 평균 6.4명에서 2012년 

4.8명으로 감소하여 평균 10명을 상회하는 전국의 제조업 업체당 종사자수에 비해 

크게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세 정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 및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서울시는 제조업 비중의 감소와 사업서비스업 

비중의 증가가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사업서비스업은 전국에 

비해 높은 종사자수 규모를 보이고, 그 규모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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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명, %)

구분

서울 전국

2007 2012 2007 2012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
62,387
(8.56)

400,812
(10.02)

 59,217
(7.58) 

286,674
(6.31) 

331,150
(10.38)

3,380,090
(21.49)

360,394
(10.00) 

3,715,162
(20.01) 

사업
서비스업

31,916
(4.38)

506,178
(12.65)

 44,938
(5.75) 

738,174
(16.25) 

91,054
(2.86)

1,134,097
(7.21)

127,868
(3.55) 

1,662,283
(8.95)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표 3-10> 서울 및 전국의 산업별 비중('07, '12)

(단위: %, 명)

구분

전국 대비 비중 업체당 종사자수

2007 2012 2007 2012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제조업 18.84 11.86 16.43 7.72 6.4 10.2 4.8 10.3

사업
서비스업

35.05 44.63 35.14 44.41 15.9 12.5 16.4 13.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3-11> 전국 대비 서울의 산업('07, '12)

　 　 (단위: %)

구분
서울 수도권

2006 2012 증감 2006 2012 증감

제조업 8.70 7.58 -7.23 11.34 10.79 7.83

사업서비스업 4.28 5.75 42.99 3.27 4.25 47.1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표 3-12> 서울 및 수도권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사업체 비중 증감비율

　 　 (단위: %)

구분
서울 수도권

2006 2012 증감 2006 2012 증감

제조업 10.04 6.31 -26.70 20.47 17.46 3.31

사업서비스업 12.03 16.25 57.53 8.46 11.63 66.59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표 3-13> 서울 및 수도권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 증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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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조업 특성: 생산성 및 양적 규모에서 감소 추세

 서울시 제조업의 1인당 GRDP는 전국, 수도권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게 나타

나며, 전산업 대비 제조업의 GRDP 비중도 전국과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며 감소 추세에 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
제조업 1인당 GRDP 변화 전산업대비 제조업 비중변화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전국 48.4 62.0 87.5 23.3% 24.6% 28.0%

수도권 25.9 44.2 70.6 13.0% 17.9% 20.7%

서울 20.5 22.3 37.4 6.4% 5.0% 4.2%

인천 50.1 49.6 56.6 36.2% 27.7% 23.9%

경기 37.0 53.4 82.3 27.2% 31.4% 37.5%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각 년도

<표 3-14> 전국, 수도권대비 서울시 제조업 지역내총생산(GRDP)의 변화('00~'10)

<그림 3-8>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 및 성장률

 전국 대비 서울시와 수도권의 제조업은 2000년에서 2010년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측면에서 모두 감소 경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국대비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절대치는 증가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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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05 2010

사업체수
(개)

서울(A) 6,663 5,656 5,107 

수도권(B) 26,957 30,259 31,422 

전국(C) 51,148 57,198 62,376

A/C(%) 13.03 9.89 8.19 

B/C(%) 52.70 52.90 50.38 

종사자수
(명)

서울(A) 179,643 148,194 135,853

수도권(B) 1,018,516 1,080,598 1,092,019 

전국(C) 2,310,905 2,443,197 2,636,177 

A/C(%) 7.77 6.07 5.15 

B/C(%) 44.07 44.23 41.42 

부가가치
(백만 원)

서울(A) 9,339,514 11,234,312 14,971,336 

수도권(B) 80,524,990 104,658,092 148,431,358 

전국(C) 205,186,625 291,152,665 435,344,062 

A/C(%) 4.55 3.86 3.44 

B/C(%) 39.24 35.95 34.1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년도

<표 3-15> 서울 및 수도권 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 비교('00~'10)

 공장등록수와 공장용지 면적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비중이 감소하고 경기도는 

증가 추세를 보여, 서울과 인천의 공장입지가 경기도 및 기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9> 공장용지면적 및 공장등록 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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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장등록수 공장용지면적

2002년 2012년 2002년 2012년

업체수
(개)

비중(%)
업체수
(개)

비중(%)
면적

(천㎡)
비중(%) 

면적
(천㎡)

비중(%)

서울 8,739 9.5 10689 6.9 5965 1.2 3635 0.5

인천 7,370 8 9680 6.3 22795 4.4 20511 2.9

경기 29,032 31.6 54879 35.6 96640 18.6 137347 19.6

전국 91,858 100 154023 100 518691 100 699517 100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통계로 본 최근 10년의 제조업 동향

<표 3-16> 공장등록 변화('02~'12) 

 서울시 대비 자치구별 제조업 비중을 살펴보면 준공업지역이 위치한 7개 구

(성동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중 금천구, 성동구, 

구로구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상위 3위를 차지하며, 이 외에 중구와 

중랑구의 사업체수 비중과 강남구의 종사자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전산업 대비 제조업 비중에서도 금천구와 성동구의 제조업 비중이 2012년 

기준 사업체수에서 각각 3.79%(종사자수 14.22%), 2.42%(종사자수 11.27%)로 

높게 나타나며 영등포구는 사업체수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준공업지역에서는 사업체 기준으로 중랑구(1.10%),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중랑구(4.82%)와 동대문구(2.61%)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시 제조업의 입지 분포 특성은 여전히 준공업지역에 밀집하여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금천구, 성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 집중하여 분포하여 

있고, 준공업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강남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에도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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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제조업의 지역별 비중 전 산업대비 제조업 비중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3 2012 2003 2012 2003 2012 2003 2012

서  울 100.0 100.0 100.0 100.0 0.85 0.61 4.37 2.54

종로구 1.8 2.0 1.7 2.9 0.28 0.23 1.25 1.42

중구 7.6 6.7 4.8 4.4 0.64 0.48 2.15 1.32

용산구 1.7 0.8 1.5 0.5 0.47 0.18 2.08 0.51

성동구 10.6 12.9 11.5 13.7 2.52 2.42 16.22 11.27

광진구 2.9 2.8 2.8 2.3 0.72 0.52 4.56 2.30

동대문구 4.8 4.0 4.0 3.0 0.89 0.57 5.51 2.61

중랑구 4.9 6.6 3.2 4.0 1.08 1.10 6.39 4.82

성북구 2.5 1.6 1.8 1.2 0.61 0.29 3.31 1.29

강북구 2.1 2.2 1.4 1.4 0.64 0.50 3.78 2.31

도봉구 1.9 1.2 1.8 0.9 0.66 0.31 5.03 1.68

노원구 2.1 1.4 1.7 1.3 0.50 0.26 2.95 1.50

은평구 1.4 0.9 1.1 0.7 0.36 0.17 2.63 1.02

서대문구 1.0 0.9 0.8 0.7 0.27 0.21 1.50 0.84

마포구 2.7 1.3 2.9 1.6 0.62 0.18 3.29 0.86

양천구 3.2 2.5 2.4 2.1 0.76 0.45 3.93 2.20

강서구 3.7 3.1 3.6 3.0 0.78 0.45 4.48 2.08

구로구 7.2 8.1 7.4 7.6 1.44 1.03 9.34 4.60

금천구 14.4 23.1 20.0 24.7 4.32 3.79 30.49 14.22

영등포구 5.7 4.8 5.5 5.2 1.68 1.09 3.46 1.79

동작구 1.2 0.8 1.1 0.7 0.26 0.14 2.01 0.84

관악구 3.7 2.6 2.9 2.1 0.60 0.28 4.66 2.24

서초구 3.0 1.9 3.3 2.6 0.35 0.13 1.81 0.78

강남구 4.0 3.0 6.4 6.8 0.60 0.32 2.12 1.28

송파구 3.7 2.8 4.3 4.1 0.79 0.43 3.44 1.83

강동구 2.2 2.1 2.1 2.4 0.02 0.01 3.40 2.15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년도

<표 3-17> 서울시 제조업의 지역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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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산업특성

준공업지역의 높은 제조업 비중

 서울시 전체 산업구조와는 다르게 준공업지역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2011년 기간 모두 종사자수 기준으로 산업 

대분류 상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사업체수 기준으로는‘도매 및 소매업’ 

다음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준공업지역 내 제조업 이외 다른 업종들의 종사자수, 사업체수는 

증가하고 제조업의 수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절댓값 측면에서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및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림 3-10> 서울시 준공업지역 산업구조 변화 

준공업지역 사업체 규모의 영세화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종사자수 4인 이하 영세업체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서울시 1~4인 업체들의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81.47%이며,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준공업지역 생활권은 고척·개봉, 

시흥, 초안산, 구로·신도림, 도봉 생활권 등으로 최대 90.8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5~9인 업체들의 비중도 준공업지역 총 15개 생활권 중 7개 생활권에서 

서울시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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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인 

미만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1-4인 5-9인

고척·개봉
1,952

(88.73%)
139

(6.32%)
2,091

(95.05%)
75

(3.41%)
17

(0.77%)
12

(0.55%)
5

(0.23%)
0

(0%)
2,200
(100%)

염창
3,101

(80.63%)
365

(9.49%)
3,466

(90.12%)
255

(6.63%)
84

(2.18%)
20

(0.52%)
19

(0.49%)
2

(0.05%)
3,846
(100%)

시흥
2,473

(87.42%)
231

(8.17%)
2,704

(95.58%)
79

(2.79%)
31

(1.1%)
5

(0.18%)
8

(0.28%)
2

(0.07%)
2,829
(100%)

당산
1,892

(73.62%)
372

(14.47%)
2,264

(88.09%)
155

(6.03%)
90

(3.5%)
39

(1.52%)
17

(0.66%)
5

(0.19%)
2,570
(100%)

영등포
9,702

(78.06%)
1,429

(11.5%)
11,131

(89.56%)
677

(5.45%)
406

(3.27%)
112

(0.9%)
71

(0.57%)
32

(0.26%)
12,429
(100%)

성수
4634

(64.31%)
1,288

(17.87%)
5,922

(82.18%)
751

(10.42%)
385

(5.34%)
94

(1.3%)
42

(0.58%)
12

(0.17%)
7,206
(100%)

초안산
1,150

(89.36%)
79

(6.14%)
1,229

(95.49%)
37

(2.87%)
14

(1.09%)
4

(0.31%)
3

(0.23%)
0

(0%)
1,287
(100%)

창동·방학
576

(75.58%)
74

(10.10%)
650

(88.68%)
44

(6.00%)
19

(2.59%)
7

(0.95%)
12

(1.64%)
1

(0.14%)
733

(100%)

오류·수궁
177

(69.69%)
35

(13.78%)
212

(83.46%)
23

(9.06%)
15

(5.91%)
2

(0.79%)
2

(0.79%)
0

(0%)
254

(100%)

마곡
495

(67.44%)
127

(17.3%)
622

(84.74%)
72

(9.81%)
33

(4.5%)
5

(0.68%)
2

(0.27%)
0

(0%)
734

(100%)

목동
3

(60%)
0

(0%)
3

(60%)
0

(0%)
0

(0%)
1

(20%)
1

(20%)
0

(0%)
5

(100%)

가산·독산
5,829

(51.26%)
2,531

(22.26%)
8,360

(73.52%)
1,651

(14.52%)
957

(8.42%)
226

(1.99%)
151

(1.33%)
26

(0.23%)
11,371
(100%)

구로
디지털

1,557
(36.66%)

1,122
(26.42%)

2,679
(63.08%)

766
(18.04%)

561
(13.21%)

149
(3.51%)

76
(1.79%)

16
(0.38%)

4,247
(100%)

구로·
신도림

6,347
(86.44%)

709
(9.66%)

7,056
(96.09%)

207
(2.82%)

59
(0.80%)

12
(0.16%)

7
(0.1%)

2
(0.03%)

7,343
(100%)

도봉
398

(90.87%)
16

(3.65%)
414

(94.52%)
15

(3.42%)
6

(1.37%)
2

(0.46%)
1

(0.23%)
0

(0%)
438

(100%)

서울시
612,120
(81.47%)

76,178
(10.14%)

688,298
(91.61%)

35,631
(4.74%)

17,251
(2.3%)

5,356
(0.71%)

3,481
(0.46%)

1,286
(0.17%)

751,303
(100%)

<표 3-18> 서울시 및 준공업지역 생활권별 규모별 사업체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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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①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사업체수는 도매및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높으나, 종사자수로는 

도매및소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은 문래동, 양평 1·2동에 밀집해 있으며, 2011년 

사업체수 기준으로 본 제조업 비중은 문래동 40.34%, 양평1동 13.52%, 양평2동 

11.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및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림 3-11>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산업구조

구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총계

당산제1동
241

(8.01)
0
(0)

1
(0.03)

86
(2.86)

992
(32.99)

155
(5.15)

528
(17.56)

92
(3.06)

82
(2.73)

120
(3.99)

204
(6.78)

53
(1.76)

4
(0.13)

40
(1.33)

51
(1.7)

80
(2.66)

278
(9.25)

3,007
(100)

당산제2동
49

(4.81)
0
(0)

2
(0.2)

66
(6.48)

224
(21.98)

85
(8.34)

123
(12.07)

27
(2.65)

21
(2.06)

93
(9.13)

48
(4.71)

21
(2.06)

0
(0)

90
(8.83)

46
(4.51)

24
(2.36)

100
(9.81)

1,019
(100)

대림제3동
4

(5.56)
0
(0)

0
(0)

3
(4.17)

5
(6.94)

30
(41.67)

5
(6.94)

0
(0)

0
(0)

9
(12.5)

1
(1.39)

0
(0)

0
(0)

3
(4.17)

4
(5.56)

1
(1.39)

7
(9.72)

72
(100)

도림동
27

(6.78)
0
(0)

0
(0)

13
(3.27)

86
(21.61)

58
(14.57)

65
(16.33)

7
(1.76)

3
(0.75)

31
(7.79)

8
(2.01)

3
(0.75)

1
(0.25)

22
(5.53)

17
(4.27)

11
(2.76)

46
(11.56)

398
(100)

문래동
1,842
(40.34)

1
(0.02)

4
(0.09)

92
(2.01)

1,070
(23.43)

186
(4.07)

411
(9)

179
(3.92)

58
(1.27)

135
(2.96)

134
(2.93)

71
(1.55)

3
(0.07)

94
(2.06)

67
(1.47)

58
(1.27)

161
(3.53)

4,566
(100)

양평제1동
432

(13.52)
0
(0)

2
(0.06)

78
(2.44)

593
(18.55)

1,237
(38.7)

261
(8.17)

78
(2.44)

19
(0.59)

88
(2.75)

131
(4.1)

38
(1.19)

3
(0.09)

43
(1.35)

31
(0.97)

30
(0.94)

132
(4.13)

3,196
(100)

양평제2동
172

(11.09)
0
(0)

2
(0.13)

65
(4.19)

362
(23.34)

99
(6.38)

254
(16.38)

85
(5.48)

13
(0.84)

101
(6.51)

100
(6.45)

39
(2.51)

3
(0.19)

63
(4.06)

33
(2.13)

41
(2.64)

119
(7.67)

1,551
(100)

영등포동
35

(3.6)
0
(0)

0
(0)

16
(1.64)

395
(40.6)

12
(1.23)

211
(21.69)

15
(1.54)

21
(2.16)

30
(3.08)

16
(1.64)

24
(2.47)

0
(0)

33
(3.39)

37
(3.8)

32
(3.29)

96
(9.87)

973
(100)

영등포본동
4

(1.38)
0
(0)

0
(0)

2
(0.69)

103
(35.64)

56
(19.38)

56
(19.38)

2
(0.69)

3
(1.04)

15
(5.19)

2
(0.69)

4
(1.38)

1
(0.35)

10
(3.46)

12
(4.15)

3
(1.04)

16
(5.54)

289
(100)

영등포구
2,806
(18.62)

1
(0.01)

11
(0.07)

421
(2.79)

3,830
(25.41)

1,918
(12.73)

1,914
(12.7)

485
(3.22)

220
(1.46)

622
(4.13)

644
(4.27)

253
(1.68)

15
(0.1)

398
(2.64)

298
(1.98)

280
(1.86)

955
(6.34)

15,071
(100)

<표 3-19>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행정동별 산업구조 (사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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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로구 준공업지역

 구로구 준공업지역 사업체수는 도매및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높고, 종사자수로도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제조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제조업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구로구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은 수궁동, 신도림동, 고척동, 구로3동 등에 밀집해 

있으며, 특히 사업체수 기준으로 수궁동은 78.49%, 신도림동은 51.03%의 사업체가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및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림 3-12> 구로구 준공업지역 산업구조

구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총계

가리봉동
0
(0)

0
(0)

0
(0)

3
(8.82)

11
(32.35)

4
(11.76)

1
(2.94)

0
(0)

1
(2.94)

0
(0)

3
(8.82)

2
(5.88)

0
(0)

2
(5.88)

4
(11.76)

0
(0)

3
(8.82)

34
(100)

개봉제1동
9

(5.08)
0
(0)

0
(0)

10
(5.65)

25
(14.12)

50
(28.25)

16
(9.04)

2
(1.13)

1
(0.56)

8
(4.52)

6
(3.39)

4
(2.26)

0(0)
15

(8.47)
12

(6.78)
3

(1.69)
16

(9.04)
177
(100)

고척제1동
441

(22.64)
2

(0.1)
1

(0.05)
95

(4.88)
641

(32.91)
196

(10.06)
190

(9.75)
9

(0.46)
7

(0.36)
51

(2.62)
16

(0.82)
7

(0.36)
3

(0.15)
53

(2.72)
41

(2.1)
48

(2.46)
147

(7.55)
1,948
(100)

고척제2동
16

(21.33)
0
(0)

0
(0)

1
(1.33)

10
(13.33)

6
(8)

8
(10.67)

0
(0)

0
(0)

9
(12)

2
(2.67)

1
(1.33)

0
(0)

6
(8)

3
(4)

4
(5.33)

9
(12)

75
(100)

구로제1동
34

(5.26)
0
(0)

1
(0.15)

12
(1.86)

113
(17.49)

168
(26.01)

74
(11.46)

5
(0.77)

2
(0.31)

48
(7.43)

10
(1.55)

5
(0.77)

2
(0.31)

51
(7.89)

25
(3.87)

19
(2.94)

77
(11.92)

646
(100)

구로제2동
557

(10.48)
0
(0)

3
(0.06)

93
(1.75)

4007
(75.39)

63
(1.19)

182
(3.42)

31
(0.58)

30
(0.56)

68
(1.28)

112
(2.11)

46
(0.87)

0
(0)

8
(0.15)

9
(0.17)

17
(0.32)

89
(1.67)

5,315
(100)

구로제3동
706

(16.76)
1

(0.02)
5

(0.12)
91

(2.16)
719

(17.07)
110

(2.61)
339

(8.05)
1,180
(28.01)

71
(1.69)

136
(3.23)

491
(11.65)

103
(2.44)

6
(0.14)

79
(1.88)

46
(1.09)

44
(1.04)

86
(2.04)

4,213
(100)

구로제5동
0
(0)

0
(0)

0
(0)

0
(0)

7
(14)

3
(6)

31
(62)

0
(0)

0
(0)

1
(2)

0
(0)

0
(0)

0
(0)

0
(0)

0
(0)

6
(12)

2
(4)

50
(100)

수궁동
73

(78.49)
0
(0)

0
(0)

1
(1.08)

4
(4.3)

2
(2.15)

3
(3.23)

1
(1.08)

0
(0)

4
(4.3)

1
(1.08)

1
(1.08)

0
(0)

0
(0)

0
(0)

0
(0)

3
(3.23)

93
(100)

신도림동
643

(51.03)
0
(0)

2
(0.16)

21
(1.67)

197
(15.63)

104
(8.25)

9
5(7.54)

6
(0.48)

8
(0.63)

28
(2.22)

16
(1.27)

6
(0.48)

0
(0)

39
(3.1)

15
(1.19)

18
(1.43)

62
(4.92)

1,260
(100)

오류제1동
0
(0)

0
(0)

0
(0)

0
(0)

2
(33.33)

2
(33.33)

0
(0)

0
(0)

0
(0)

1
(16.67)

0
(0)

0
(0)

0
(0)

0
(0)

1
(16.67)

0
(0)

0
(0)

6
(100)

오류제2동
9

(5.81)
0
(0)

1
(0.65)

6
(3.87)

25
(16.13)

51
(32.9)

18
(11.61)

0
(0)

1
(0.65)

15
(9.68)

2
(1.29)

2
(1.29)

1
(0.65)

5
(3.23)

4
(2.58)

0
(0)

15
(9.68)

155
(100)

구로구
2,488
(17.81)

3
(0.02)

13
(0.09)

333
(2.38)

5,761
(41.23)

759
(5.43)

957
(6.85)

1,234
(8.83)

121
(0.87)

369
(2.64)

659
(4.72)

177
(1.27)

12
(0.09)

258
(1.85)

160
(1.15)

159
(1.14)

509
(3.64)

13,972
(100)

<표 3-20> 구로구 준공업지역 행정동별 산업구조(사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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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천구 준공업지역

 금천구 준공업지역 사업체수는 도매및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높고, 종사자수로는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도매

및소매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준공업지역 내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산업구조 추세와 달리 금천구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제조업 사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천구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은 독산1동과 가산동에서 각각 32%, 24%로 높은 

제조업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및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림 3-13> 금천구 준공업지역 산업구조

구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총계

가산동 
2,157
(24.00) 

1
(0.01) 

6
(0.07) 

277
(3.08) 

2,127
(23.66) 

408
(4.54) 

686
(7.63) 

1,501
(16.7) 

68
(0.76) 

239
(2.66) 

935
(10.4) 

193
(2.15) 

4
(0.04) 

87
(0.97) 

56
(0.62) 

68
(0.76) 

176
(1.96) 

8,989
(100) 

독산제1동 
769

(32.28) 
0
(0) 

5
(0.21) 

44
(1.85) 

485
(20.36) 

212
(8.9) 

303
(12.72) 

24
(1.01) 

13
(0.55) 

117
(4.91) 

53
(2.23) 

30
(1.26) 

2
(0.08) 

38
(1.6) 

53
(2.23) 

65
(2.73) 

169
(7.09) 

2,382
(100) 

시흥제1동 
65

(11.93) 
0
(0) 

1
(0.18) 

16
(2.94) 

154
(28.26) 

85
(15.6) 

70
(12.84) 

2
(0.37) 

2
(0.37) 

24
(4.4) 

9
(1.65) 

4
(0.73) 

3
(0.55) 

29
(5.32) 

16
(2.94) 

6
(1.1) 

59
(10.83) 

545
(100) 

시흥제3동 
403

(17.64) 
0
(0) 

5
(0.22) 

218
(9.54) 

1,342
(58.76) 

51
(2.23) 

52
(2.28) 

17
(0.74) 

10
(0.44) 

20
(0.88) 

52
(2.28) 

42
(1.84) 

0
(0) 

1
(0.04) 

1
(0.04) 

7
(0.31) 

63
(2.76) 

2,284
(100) 

금천구 
3,394
(23.9) 

1
(0.01) 

17
(0.12) 

555
(3.91) 

4108
(28.93) 

756
(5.32) 

1,111
(7.82) 

1,544
(10.87) 

93
(0.65) 

400
(2.82) 

1,049
(7.39) 

269
(1.89) 

9
(0.06) 

155
(1.09) 

126
(0.89) 

146
(1.03) 

467
(3.29) 

14,200
(100) 

<표 3-21> 금천구 준공업지역 행정동별 산업구조(사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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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동구 준공업지역

 성동구 준공업지역의 산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순

으로 높게 나타나 준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높은 

제조업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준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행정동에서 사업체수 기준 28% 이상의 

제조업 비중을 보이고 있다.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및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림 3-14> 성동구 준공업지역 산업구조

구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총계

성수1가 
제1동 

187
(36.45) 

0
(0) 

0
(0) 

4
(0.78) 

100
(19.49) 

65
(12.67) 

42
(8.19) 

4
(0.78) 

2
(0.39) 

31
(6.04) 

2
(0.39) 

4
(0.78) 

1
(0.19) 

20
(3.9) 

11
(2.14) 

9
(1.75) 

31
(6.04) 

513
(100) 

성수1가 
제2동 

385
(28.62) 

0
(0) 

5
(0.37) 

31
(2.3) 

271
(20.15) 

127
(9.44) 

175
(13.01) 

34
(2.53) 

6
(0.45) 

68
(5.06) 

44
(3.27) 

15
(1.12) 

0
(0) 

32
(2.38) 

23
(1.71) 

37
(2.75) 

92
(6.84) 

1,345
(100) 

성수2가 
제1동 

411
(34.77) 

0
(0) 

0
(0) 

38
(3.21) 

280
(23.69) 

69
(5.84) 

96
(8.12) 

64
(5.41) 

4
(0.34) 

29
(2.45) 

60
(5.08) 

22
(1.86) 

3
(0.25) 

14
(1.18) 

9
(0.76) 

14
(1.18) 

69
(5.84) 

1,182
(100) 

성수2가 
제3동 

1,414
(33.94) 

0
(0) 

2
(0.05) 

131
(3.14) 

945
(22.68) 

288
(6.91) 

378
(9.07) 

163
(3.91) 

28
(0.67) 

136
(3.26) 

223
(5.35) 

58
(1.39) 

3
(0.07) 

37
(0.89) 

38
(0.91) 

78
(1.87) 

244
(5.86) 

4,166
(100) 

성동구 
2,397
(33.26) 

0
(0) 

7
(0.1) 

204
(2.83) 

1,596
(22.15) 

549
(7.62) 

691
(9.59) 

265
(3.68) 

40
(0.56) 

264
(3.66) 

329
(4.57) 

99
(1.37) 

7
(0.1) 

103
(1.43) 

81
(1.12) 

138
(1.92) 

436
(6.05) 

7,206
(100) 

<표 3-22> 성동구 준공업지역 행정동별 산업구조(사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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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봉구 준공업지역

 도봉구 준공업지역 사업체수는 운수업, 도매및소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

개인서비스업, 숙박및음식업 순으로 높고, 종사자수로는 운수업, 공공행정, 국방

및사회보장행정, 제조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현재 준공업지역 내 감소 

추세에는 있으나 운송업이 가장 비중 높은 업종으로 분석되고 있고 공공행정,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종사자수의 증가가 타나다고 있다.

 도봉구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은 창2동이 전산업 대비 12.12%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이미 주거 등 타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및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림 3-15> 도봉구 준공업지역 산업구조

구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총계

도봉제2동 
5

(1.14) 
0
(0)

0
(0)

7
(1.6) 

61
(13.93) 

202
(46.12) 

25
(5.71) 

1
(0.23) 

1
(0.23) 

24
(5.48) 

1
(0.23) 

4
(0.91) 

0
(0) 

33
(7.53) 

24
(5.48) 

7
(1.6) 

43
(9.82) 

438
(100) 

방학제1동 
5

(1.31) 
0
(0) 

0
(0) 

2
(0.52) 

119
(31.15) 

46
(12.04) 

58
(15.18) 

2
(0.52) 

9
(2.36) 

13
(3.4) 

9
(2.36) 

3
(0.79) 

5
(1.31) 

32
(8.38) 

17
(4.45) 

18
(4.71) 

44
(11.52) 

382
(100) 

창제2동 
156

(12.12) 
0
(0) 

2
(0.16) 

27
(2.1) 

273
(21.21) 

275
(21.37) 

155
(12.04) 

2
(0.16) 

3
(0.23) 

65
(5.05) 

6
(0.47) 

6
(0.47) 

2
(0.16) 

70
(5.44) 

42
(3.26) 

35
(2.72) 

168
(13.05) 

1,287
(100) 

창제4동 
4

(2.63) 
0
(0) 

0
(0) 

5
(3.29) 

20
(13.16) 

52
(34.21) 

11
(7.24) 

1
(0.66) 

1
(0.66) 

14
(9.21) 

1
(0.66) 

0
(0) 

0
(0) 

17
(11.18) 

6
(3.95) 

4
(2.63) 

16
(10.53) 

152
(100) 

창제5동 
9

(4.52) 
0
(0) 

0
(0) 

3
(1.51) 

34
(17.09) 

54
(27.14) 

18
(9.05) 

0
(0) 

3
(1.51) 

13
(6.53) 

1
(0.5) 

1
(0.5) 

1
(0.5) 

24
(12.06) 

9
(4.52) 

3
(1.51) 

26
(13.07) 

199
(100) 

도봉구 
179

(7.28) 
0
(0) 

2
(0.08) 

44
(1.79) 

507
(20.63) 

629
(25.59) 

267
(10.86) 

6
(0.24) 

17
(0.69) 

129
(5.25) 

18
(0.73) 

14
(0.57) 

8
(0.33) 

176
(7.16) 

98
(3.99) 

67
(2.73) 

297
(12.08) 

2,458
(100) 

<표 3-23> 도봉구 준공업지역 행정동별 산업구조(사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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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강서구 준공업지역

 강서구 준공업지역 사업체수는 운수업, 도매및소매업 순으로 높으나, 종사자수

로는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제조업은 2007년 두 번째로 높은 종사자수를 보유했으나 2011년 

다섯 번째로 낮아졌다.

 강서구 준공업지역에서 2011년 기준 제조업이 두드러진 행정동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마곡지구의 개발 등으로 향후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 집적지역이 조성

될 것으로 판단된다.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및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림 3-16> 강서구 준공업지역 산업구조

구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총계

가양제1동 
35

(6.47)  
0
(0) 

2
(0.37)  

9
(1.66)  

136
(25.14) 

98
(18.11) 

76
(14.05)

11
(2.03)  

7
(1.29)  

33
(6.1) 

8
(1.48)  

7
(1.29)  

0
(0) 

17
(3.14)  

15
(2.77)  

18
(3.33)  

69
(12.75) 

541
(100) 

가양제2동 
1

(0.74)  
0
(0) 

0
(0) 

0
(0) 

70
(51.47) 

11
(8.09) 

19
(13.97) 

0
(0) 

0
(0) 

5
(3.68)  

2
(1.47)  

2
(1.47)  

0
(0) 

3
(2.21)  

6
(4.41)  

3
(2.21)  

14
(10.29) 

136
(100) 

가양제3동 
2

(2.22)  
0
(0) 

0
(0) 

1
(1.11)  

23
(25.56) 

24
(26.67) 

6
(6.67) 

0
(0) 

0
(0) 

9
(10) 

2
(2.22)  

1
(1.11)  

0
(0) 

6
(6.67) 

4
(4.44)  

1
(1.11)  

11
(12.22) 

90
(100) 

등촌제1동 
42

(2.13)  
1

(0.05)  
2

(0.1) 
19

(0.96)  
239

(12.12) 
1251

(63.44) 
96

(4.87) 
16

(0.81)  
7

(0.35)  
73

(3.7) 
30

(1.52)  
12

(0.61)  
4

(0.2) 
29

(1.47)  
29

(1.47)  
23

(1.17)  
99

(5.02) 
1,972
(100) 

등촌제3동 
0
(0) 

0
(0) 

0
(0) 

3
(1.55)  

80
(41.45) 

9
(4.66)  

32
(16.58) 

2
(1.04)  

12
(6.22) 

12
(6.22) 

3
(1.55)  

5
(2.59)  

0
(0) 

4
(2.07)  

12
(6.22)  

6
(3.11)  

13
(6.74) 

193
(100) 

염창동 
85

(5.16)  
0
(0) 

4
(0.24)  

95
(5.76)  

348
(21.12) 

254
(15.41) 

184
(11.17) 

81
(4.92)  

5
(0.3) 

104
(6.31)  

52
(3.16)  

18
(1.09)  

1
(0.06)  

143
(8.68)  

56
(3.4) 

56
(3.4) 

162
(9.83) 

1,648
(100) 

강서구 
165
(3.6) 

1
(0.02)  

8
(0.17)  

127
(2.77)  

896
(19.56) 

1,647
(35.96) 

413
(9.02) 

110
(2.4) 

31
(0.68)  

236
(5.15)  

97
(2.12)  

45
(0.98)  

5
(0.11)  

202
(4.41)  

122
(2.66)  

107
(2.34)  

368
(8.03) 

4,580 
(100) 

<표 3-24> 강서구 준공업지역 행정동별 산업구조(사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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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선도 및 보호산업 분석

준공업지역 선도 및 보호산업의 정의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선도 및 보호산업을 분석하는 목적은 서울시 산업기반

으로서의 준공업지역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이다.

‑ 입지상분석, 고용성장률, 지역할당효과 등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조합하는 

Industry Targeting Analysis를 통해 전국대비 비교 우위에 있는 제조업 및 

연관 산업들을 식별함으로써, 산업(특히 제조업) 측면에서 서울시 내에서 준공업

지역과 준공업지역 외 지역 간의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산업기반

으로서의 준공업지역 위상 제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

‑ 또한, 준공업지역의 선도 및 보호산업 식별은 산업집적지의 특화 및 성장산업 

분석을 위한 목적 외에도 준공업지역 내 산업생태계 조사 분석을 위한 사례

지역 및 업종 선택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선도산업

‑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으로 전국 대비 높은 성장잠재력과 고용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며,　차후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제조업 및 연관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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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산업(신흥 산업 및 토착산업)

‑ 아직 특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성장과 전국 대비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어 차후 지역 경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및 성장

산업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주요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파급력이 큰 토착

산업 등으로 집중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조업 및 연관 산업 말한다.

 신흥 산업: 지역특화(LQ<1), 고용성장률(Growth>0), 지역할당효과(RS>0)

 비특화성장산업: 지역특화(LQ<1), 고용성장률(Growth>0), 지역할당효과(RS<0)

 특화성장산업: 지역특화(LQ>1), 고용성장률(Growth>0), 지역할당효과(RS<0)

 특화쇠퇴산업: 지역특화(LQ>1), 고용성장률(Growth<0), 지역할당효과(RS>0) 

준공업지역 선도 및 보호산업의 분석 방법 및 절차

① Industry Targeting Analysis를 이용한 산업분석

 위의 정의 및 Industry Targeting Analysis를 통해 생활권별 선도 및 보호산업 

업종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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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기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여러 기법을 조합하는 방법이 지역의 경제적 잠재성을 

파악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며, Industry Targeting Analysis는 정량적, 정성적 

접근법을 조합하여 해당 지역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 또는 보호해야 할 

산업들을 식별한다.

 Industry Targeting Analysis는 입지상(Location Quotient) 분석, 고용성장률, 

변화-할당(Shift Share) 분석을 포함하여 총 3단계로 진행된다.

 Step 1. 입지상(LQ) 분석: 현재의 특화산업 식별(세세분류업종 분석)

‑ 입지상(Location Quotient) : 어떤 도시의 특정산업에 고용된 노동력이 그 

산업의 전국평균비율보다 높을 때는 전국수준과 같은 선까지의 노동력은 

도시 내부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은 수출시장의 수요에 할당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LQ =

j 지역의 i 산업 고용인구
j 지역의 총 고용인구
전국 i 산업 고용인구

전국 총 고용인구

*LQ>1 → 1 이상의 부분은 기반활동, 1 이하 부분　만큼은 비기반활동

 LQ<1 → 비기반활동

 Step 2. 증감 분석: 고용 측면에서의 성장과 쇠퇴산업 식별

Growth =
t년도 종사자수  –  t-n년도 종사자수

t-n년도 종사자수

 *Growth>0 → 성장산업 / Growth <0 → 쇠퇴산업

 Step 3. 변화-할당 모형(Shift share): 변화-할당 모형 중 지역할당효과

(Regional Shift)를 분석하여 산업의 비교우위적인 성장을 측정

‑ 변화-할당 모형(Shift share): 일정기간 한 지역의 산업성장･변화를 전국 또는 

타 지역과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서의 성장과 전국 

경제에서의 성장 사이의 차이 분석 및 전국 대비 지역 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식별한다.

‑ 어떤 도시의 성장은 아래의 3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며, 변화-할당모형은 이들 

원인이 차지하는 몫을 찾아내는 것이다.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 연구  제3장 준공업지역 현황 및 실태분석

83

총성장 = NS + IM + RS

순성장 = IM + RS

* 총성장 : 분석기간 동안 j지역 i산업 고용(또는　부가가치)의 총 증가를 의미

* 순성장 : 분석기간 동안 j지역 i산업의 총성장 중에서 순수한 j지역 i산업의 성장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혹은 고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값의 (+) 혹은 (-)의 여부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j지역 i산업이 성장 산업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됨

NS: 전국경제성장효과(National Share Effect)

IM: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

RS: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

 전국경제성장효과(National Share Effect) : 전국 경제성장에 기인한 지역의 

총 고용 증가를 측정한다.

‑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i산업 총 성장률에서 전국 모든 산업의 평균성장률을 

뺀 전국 i산업의 순성장률이 j지역 i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고용（또는 부가

가치）증가를 의미한다.

‑ 전국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의 전문화도가 평균이상이면 (+), 

그렇지 않으면 (-)이다.

t = 기준 시점 
i = 세부 산업 
NS : 전국경제성장효과

t-1 = 비교시점 
r = 세부지역 
E : 고용자수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 개별 산업에 대한 전국 차원의 성장률에 

기초하여 지역의 빠르거나 느리게 성장하는 산업을 식별한다.

t = 기준 시점 
i = 세부 산업 
IM : 산업구조효과

t-1 = 비교시점 
r = 세부지역 
E : 고용자수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ift) : 지역할당효과는 변화-할당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의 선도 및 후행산업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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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산업(Leading industry)은 전국차원의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지니며, 후행산업(Lagging industry)은 낮은 성장률을 지닌다.

t = 기준 시점 
i = 세부 산업 
RS : 지역할당효과

t-1 = 비교시점 
r = 세부지역 
E : 고용자수 

② 준공업지역 선도 및 보호산업 분석 절차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산업을 식별한다.

‑ 선도산업 및 신흥 산업(industries growing regionally and elsewhere)

‑ 후행산업(industries growing regionally but at a slower rate than elsewhere)

‑ 제한산업(industries declining regionally but not as rapidly as elsewhere)

‑ 후퇴산업(industries declining regionally and elsewhere)

입지상
(LQ)

성장률 지역할당효과 분석결과

LQ>1
Pct Growth>0

RS>0 선도산업
RS<0 특화성장산업

Pct Growth<0
RS>0 특화쇠퇴산업
RS<0 쇠퇴산업

LQ<1
Pct Growth>0

RS>0 신흥산업
RS<0 비특화성장산업

Pct Growth<0
RS>0

쇠퇴산업
RS<0

<표 3-25> Industry Targeting Analysis를 통한 산업 식별

 아래의 절차를 통해 서울시 준공업지역에 대한 Industry Targeting Analysis를 

실시한다.

‑ STEP 1: 서울시 사업체 총 조사(2007-2011) GIS 자료 정리

‑ STEP 2: 생활권경계, 준공업지역 경계와 중첩하여 준공업지역 내 사업체 추출

‑ STEP 3: 서울시, 자치구, 생활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세세분류(５digit) 업종별　

종사자수 계산

‑ STEP 4: Industry Targeting Analysis 기초자료 완성

‑ STEP 5: Industry Targeting Analysis를 통한 산업 분석；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세분류 업종별 종사자수를 바탕으로 생활권별 준공업지역의 

선도 및 보호산업을 식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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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생활권별 선도산업 분석

<그림 3-17> 지역(산업)생활권 구분

 서울시 준공업지역 선도산업으로 분석된 제조업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업종 현황은 “지역별 보고서” 참조), 그 중에서 규모가 크거나(종사자수 400인 

이상)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업종들로는 ‘섬유제품 제조업(중분류13)’,‘의복,의

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중분류14)’,‘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중분류15)’,‘펄

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중분류17)’,‘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중분류18)’,‘고무제

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중분류22)’,‘금속가공제품제조업(중분류25)’,‘전자부품,컴

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중분류26)’,‘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중분류

27)’,‘전기장비제조업(중분류28)’,‘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중분류29)’,‘기타

제품제조업(중분류33)’등이 해당된다.

 제조업 선도산업의 분포는 생활권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가산·독산 생활권과 

성수생활권이 8개 중분류 업종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산업(제조업)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구로디지털 생활권이 5개, 영등포 생활권이 3개, 구로·신도림 

생활권이 2개, 당산 생활권과 초안산 생활권이 각각 1개 업종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 선도산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밖의 생활권들에서도 

많은 제조업 선도산업이 식별되고 있으나 규모나 집적 측면에서는 위 생활권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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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부지 위주의 정형화된 산업밀집지역

 구로디지털 생활권의 준공업지역은 산업단지 내 비교적 큰 부지로 산업용지가 조성

되어 있으며‘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전기

장비제조업’등에서 특화 및 성장을 보이고 있다. 

 가산·독산 생활권의 준공업지역은 산업단지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정형화된 산업용지와 

그 외 지역의 산업밀집지역으로 구성되며‘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인쇄

및기록매체복제업’,‘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기타기계

및장비제조업’,‘기타제품제조업’등 다수의 업종에서 특화 및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구로디지털 생활권 가산·독산 생활권

<그림 3-18> 중규모부지 위주 정형화된 산업밀집지역

산업밀집지역

 영등포 생활권의 준공업지역 내에는 산업밀집지역이 다수 존재하며‘의복,의복액세

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에서 특화 

및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성수 생활권의 준공업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산업밀집지역으로‘섬유제품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펄프,종이및

종이제품제조업’,‘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타기계

및장비제조업’,‘기타제품제조업’등 다수의 제조업이 특화 및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오류·수궁 생활권의 준공업지역은 전체지역에서 준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준공업지역 내에는 소규모 업체 위주의 선도 및 보호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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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생활권 성수 생활권

오류·수궁 생활권

<그림 3-19> 산업집적지역

아파트단지와 산업집적지역의 혼재

 당산 생활권의 준공업지역은 아파트단지와 혼재되어 있으나 독립된 산업밀집지역이 

있으며‘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로·신도림의 생활권 준공업지역의 50% 정도는 아파트 단지화 되어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산업밀집지역으로‘전기장비제조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흥 생활권의 준공업지역은 아파트단지와 혼재되어 있으며 도소매업이 우세하

나, 영세한 선도 및 신흥제조업들도 다수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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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생활 당산 생활권

구로·신도림 생활권

<그림 3-20> 아파트단지와 산업집적지역의 혼재

산업산재지역

 고척·개봉 생활권의 준공업지역은 산업이 전 준공업지역에 걸쳐 산재해 있으며

‘도소매업’과 함께‘전기장비 제조업’등이 특화되어 있으며, 초안산 생활권의 준공업

지역은 창2동을 중심으로 영세한‘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제조업’이 산재되어 

있다.

고척·개봉 생활권 초안산 생활권

<그림 3-21> 산업산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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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지역

 염창 생활권의 준공업지역은 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나‘제조업’보다는‘도소매업’과 

같은 타산업 비중이 높고, 마곡 생활권의 준공업지역은 향후 마곡산업단지의 형성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염창 생활권 마곡 생활권

<그림 3-22> 기타 산업지역

아파트단지 입지지역

 창동·방학 생활권과 도봉 생활권은 대부분의 준공업지역이 아파트 단지화되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은 취약하며, 비제조업 중 창동·방학 생활권에서는‘공공

행정’, 도봉 생활권에서는‘육상운송업’이 특화 및 성장 산업으로 식별되고 있다.

창동·방학 생활권 도봉 생활권

<그림 3-23> 아파트단지 전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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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
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
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A 가산·독산 O O

B 고척·개봉

C 구로·신도림

D 구로디지털단지 O O

E 당산

F 도봉

G 마곡

H 성수 O O O O O

I 시흥

J 염창

K 영등포 O O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N 초안산 O

제조업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A 가산·독산 O O O O O O

B 고척·개봉

C 구로·신도림 O O

D 구로디지털단지 O O O

E 당산 O

F 도봉

G 마곡

H 성수 O O O

I 시흥

J 염창

K 영등포 O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N 초안산

O: 준공업지역 내 선도산업의 사업체수가 50 이상인 업종 또는 종사자수가 400인 이상인 업종

<표 3-26> 준공업지역 생활권별 주요 선도산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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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업

35 37 38 39 41 42 45 46 47 49 50 51 52 55 56 58 59 60 6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하수, 
폐수 및 
분료처리

업

폐기물 
수립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

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종합건설
업

전문직별 
공사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

업

도매 및 
상품중개

업

소매업:자
동자 제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
인 운송업

수상운송
업

항공운송
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영상오디
오 기목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A 가산·독산 O O O O O O O O

B 고척·개봉 O O O

C 구로·신도림 O O O O O

D 구로디지털단지 O O O O

E 당산 O O O O

F 도봉 O

G 마곡

H 성수 O O O O O O O O

I 시흥 O O

J 염창 O O O O O O

K 영등포 O O O O O O O O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O

N 초안산 O O

기타산업

62 63 64 65 66 68 69 70 71 72 73 74 75 84 85 86 87 90 91 94 95 96

컴퓨터 
프로그래

밍, 
시스템통
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
스업

금융업
보엄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 
부동산 
제외

연구개발
업

전문서비
스업

건축기술
,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시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

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
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A 가산·독산 O O O O O O O O O O O

B 고척·개봉

C 구로·신도림

D 구로디지털단지 O O O O O O

E 당산 O O O

F 도봉

G 마곡

H 성수 O O O O O O

I 시흥 O

J 염창 O O O

K 영등포 O O O O O O O O O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O

N 초안산

O: 준공업지역 내 선도산업의 사업체수가 50 이상인 업종 또는 종사자수가 400인 이상인 업종

<표 3-26> 준공업지역 생활권별 주요 선도산업 종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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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생활권별　보호산업　분석

 준공업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보호산업 중 신흥 제조업은 가산·독산 

생활권에 입지한‘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난다.

 신흥 제조업 외의 기타 보호산업 제조업은‘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집중

되어 나타나고 있으며(3개 생활권),‘전기장비 제조업’이 2개 생활권,‘의복 

제조업’,‘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제조업’

등도 1개 생활권에 걸쳐 보호산업으로 식별되고 있다.

 제조업 보호산업(신흥산업 제외) 분포는 생활권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가산·

독산 생활권과 성수 생활권이 3개 중분류 업종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보호산업

(제조업)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고척·개봉생활권, 구로디지털 생활권, 

구로·신도림생활권, 영등포 생활권 준공업지역에서 각각 1개의 업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 보호산업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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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
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
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A 가산·독산

B 고척·개봉

C 구로·신도림

D 구로디지털단지

E 당산

F 도봉

G 마곡

H 성수

I 시흥

J 염창

K 영등포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N 초안산

제조업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A 가산·독산 O

B 고척·개봉

C 구로·신도림

D 구로디지털단지

E 당산

F 도봉

G 마곡

H 성수

I 시흥

J 염창

K 영등포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N 초안산

O: 준공업지역 내 보호산업의 사업체수가 50이상인 업종 또는 종사자수가 400인 이상인 업종

<표 3-27> 준공업지역 생활권별 주요 보호산업(신흥산업) 종합



94

기타산업

35 37 38 39 41 42 45 46 47 49 50 51 52 55 56 58 59 60 61 62 6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절공급

업

하수, 
폐수 및 
분료처
리업

폐기물 
수립운

반, 처리 
및 

원료재
생업

환경정
화 및 
복원업

종합건
설업

전문직
별 

공사업

자동차 
및 

부품판
매업

도매 및 
상품중
개업

소매업:
자동자 
제외

육상운
송 및 
파이프
라인 

운송업

수상운
송업

항공운
송업

창고 및 
운송관

련 
서비스

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영상오
디오 

기목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
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
비스업

A 가산·독산 O O O O O

B 고척·개봉

C 구로·신도림

D 구로디지털단지 O O

E 당산 O

F 도봉

G 마곡

H 성수 O O O O

I 시흥 O

J 염창 O O O

K 영등포 O O O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N 초안산 O

기타산업

64 65 66 68 69 70 71 72 73 74 75 84 85 86 87 90 91 94 95 96

금융업
보엄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 
부동산 
제외

연구개발
업

전문서비
스업

건축기술
,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시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

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
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A 가산·독산 O O O O O O O

B 고척·개봉

C 구로·신도림

D 구로디지털단지 O O

E 당산 O

F 도봉

G 마곡

H 성수 O

I 시흥

J 염창

K 영등포 O O O O O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N 초안산

O: 준공업지역 내 보호산업의 사업체수가 50이상인 업종 또는 종사자수가 400인 이상인 업종

<표 3-27> 준공업지역 생활권별 주요 보호산업(신흥산업) 종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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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준공업지역 생활권별 주요 보호산업(기타산업) 종합

제조업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
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
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A 가산·독산 O

B 고척·개봉

C 구로·신도림

D 구로디지털단지

E 당산

F 도봉

G 마곡

H 성수 O O

I 시흥

J 염창

K 영등포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N 초안산

제조업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고무제
품 및  
플라스
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A 가산·독산 O O

B 고척·개봉 O

C 구로·신도림 O

D 구로디지털단지 O

E 당산

F 도봉

G 마곡

H 성수 O

I 시흥

J 염창

K 영등포 O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N 초안산

O: 준공업지역 내 보호산업의 사업체수가 50이상인 업종 또는 종사자수가 400인 이상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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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업

35 37 38 39 41 42 45 46 47 49 50 51 52 55 56 58 59 60 61 62 6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절공급

업

하수, 
폐수 및 
분료처
리업

폐기물 
수립운

반, 처리 
및 

원료재
생업

환경정
화 및 
복원업

종합건
설업

전문직
별 

공사업

자동차 
및 

부품판
매업

도매 및 
상품중
개업

소매업:
자동자 
제외

육상운
송 및 
파이프
라인 

운송업

수상운
송업

항공운
송업

창고 및 
운송관

련 
서비스

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영상오
디오 

기목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
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
비스업

A 가산·독산 O O O O O

B 고척·개봉 O O

C 구로·신도림 O

D 구로디지털단지 O O

E 당산

F 도봉

G 마곡 O

H 성수

I 시흥 O

J 염창

K 영등포 O O O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N 초안산

기타산업

64 65 66 68 69 70 71 72 73 74 75 84 85 86 87 90 91 94 95 96

금융업
보엄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 
부동산 
제외

연구개발
업

전문서비
스업

건축기술
,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시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

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
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A 가산·독산 O O

B 고척·개봉

C 구로·신도림 O

D 구로디지털단지 O

E 당산

F 도봉

G 마곡

H 성수 O

I 시흥

J 염창

K 영등포 O O O O O

L 오류·수궁

M 창동·방학

N 초안산

O: 준공업지역 내 보호산업의 사업체수가 50이상인 업종 또는 종사자수가 400인 이상인 업종

<표 3-28> 준공업지역 생활권별 주요 보호산업(기타산업) 종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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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샌프란시스코:

  Eastern
  Neighborhoods
  Community
  Planning

3.3 공업지역 정비와 관련한 해외사례 분석

역사와 현황 

 샌프란시스코는 산업구조 변화로 도시의 공업용지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공혼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여 제조업 기반 특정 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지역에 대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1990년대, 전체 시 면적의 12%가 산업용지로 계획되어 경제적 성장과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자본과 다양한 

사업체들이 Eastern Neighborhoods에 입지하였다.

‑ 이후 산업용지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용도의 입지 

증가로 주거와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은 증가하고 산업용지의 주 용도가 주거와 

업무로 전환되기 시작함에 따라 제조업 기반이 상실되었다.

‑ 따라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업용지의 용도전환을 방지하고 산업

용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용도의 안정화를 위하여 미래의 산업 필요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용지를 필요와 목적에 따라 주거, 혼합, 

산업 등으로 다시 재조정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특히, 제조업 중 산업용지의 중점 산업으로 PDR(Production, Distribution, 

Repair)산업을 선정하고 PDR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용지의 필요면적을 재 산정하였다.

Eastern Neighborhoods Community Planning의 기본방향

 공업지역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Mission등 5개 

지역에 대해 주거와 산업이 공존한 새로운 생활권 계획을 적용한다. 

‑ 산업용지에 대한 복합적인 용도의 이용은 2001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

으며 2004년 새로운 용도지역제 시스템을 확정하였다. 이후, 2005년부터 

각 지역들에 대한 생활권 계획의 수립이 진행되었으며 2008년 계획이 

확정되었다.

‑ Eastern Neighborhoods Community Planning의 주요 목적은 산업

용지의 토지이용 안정화와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e)의 공급을 통해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근린생활권 구성을 지향한다.

 생활권 주요 목적 1 :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육성

‑ PDR산업의 활동을 장려하고 충분한 산업의 용도유지를 통해 산업용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특히, 기존 산업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공급하여 도시경제의 혁신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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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주요 목적 2 : 사람 중심의 생활권 단위 계획 구성

‑ 주택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주변 산업용지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주택

입지 적합성을 판단하며, 획일적인 주택유형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e) 공급을 유도한다.

‑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근린생활권을 구성하기 위해 토지이용, 주택, 경제 

발전, 교통, 오픈스페이스, 커뮤니티 시설 등 각 부문을 고려한 통합적인 

계획을 생활권 단위로 계획한다.

 Eastern Neighborhoods Community Planning 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계획으로 각 지역별 Area Plan으로 구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지역에 

대한 장기 계획인 General Plan을 수립한다．

‑ General Plan : 도시에 대한 장기 계획

‑ Area Plan : 공간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생활권의 장기적 발전을 정립하고 

근린지역의 주택, 일자리, 녹지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림 3-24> Eastern Neighborhoods Community Plan 대상지역

자료：http://www.sf-planning.org/index.aspx?page=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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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Eastern Neighborhoods Community Planning

산업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재조정

 샌프란시스코 시는 도시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형 제조업으로서 

PDR(Production, Distribution, Repair)산업을 분류 및 지정하고 육성 

및 보호를 위해 PDR 산업을 용도지역에 반영하였다.

‑ 대형 제조업산업의 국제화, 교외화에 따라 도심에서의 제조업은 쇠퇴하였

으나 관광, 업무,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심형 제조업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PDR산업은 기존의 굴뚝형 제조업과는 달리 도심의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

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첨단산업, 관광 등 도심형 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반산업

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시 전체 일자리의 10%인 63,000개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Production

표준화된 대량생산이 아닌 개성 있는 디자인, 성능을 바탕으로 소품종의 
전문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ex) 인쇄 및 출판, 인화, 디자인, 건축, 패션 등

Distribution

유통산업과 같이 도심산업과 기능적 연계가 강하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ex) 도소매업, 인테리어, 포장업 등 배송 관련업

Repair

지역의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유통, 도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ex) 목공, 자동차, 사무기구 등 제조 및 수리　관련업

<표 3-29> PDR 산업의 형태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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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R산업은 필요 공간(작업 및 저장), 인원, 환경적 요인(소음, 빛 등), 

위험성 등 산업의 내부적 요인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Light, Medium, Core PDR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Light PDR

소음, 운송 등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적어 주거와의 혼재가 가능하며 적은 
작업 공간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

ex) 그래픽 디자인, 가구, 사진 스튜디오, 자동차 수리,  전자 및 전기관련 
산업 등 서비스 및 제조업

Medium PDR
작업공간과 유통에 있어 Light PDR보다 큰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산업

ex) 인쇄　출판업, 가구 전시 및 제작 등 제조업

Core PDR

소음, 운송, 오염물질 등 환경적 요인　등 주공혼재로 인한 갈등이 크며 큰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산업

ex) 건축자재 공급, 금속 부품제작, 식품 가공 등 대형제조업

<표 3-30> PDR 산업의 분류

‑ PDR산업은 도시의 다양한 경제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업무 등 타 용도

보다 공실률이 낮아 토지이용의 안정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침체와 불안정성에 대처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PDR산업은 도시성장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주거 및 

타 용도와의 토지이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주거와 공업의 혼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PDR산업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 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PDR산업과 같은 새로운 도심형 

제조 산업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Industrial Commercial Mixed Use
Industrial Residential Mixed Use

산업과 주거, 상업과의 혼재 유도

워싱턴 DC
Ward5 지역

PDR Business District
PDR Buffer District
Make/Live District

NY AVE PDR Gateway District

PDR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용도지역 세분화

<표 3-31> PDR산업 보호를 위한 Zoning 시스템 연구

 PDR(Production, Distribution, Repair) 산업의 육성 및 보호 시스템에 

용도지역제로 PDR Zones을 도입하였으며 Mixed-use Zones 등 타 용도와 

산업지역의 완충지역을 도입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활용한 산업의 보존과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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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크게 3가지 용도지역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PDR Zones에서는 PDR산업 외의 타 용도의 입지를 제한하여 산업용지

로서의 토지이용을 보존하고 있다.

Residential Zones
대중교통 인접 지역에 대한 개발을 장려하며 주거지역으로써의 온전한 
기능을　유도하는 지역

PDR Zones
PDR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를 금지하고 업무,　
상업, 특정기관(병원, 학교 등)의 입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지역
*현재 주거 및 상업 등으로 이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허가 

Mixed-use 
Zones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PDR산업과 타 용도와의 혼재를 장려하는 지역

Spatial Use 
Districts

새로운 산업의 입지를 촉진시키거나 의료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지정되는 지역

<표 3-32> Eastern Neighborhood Community Plan에서의 용도지역

사람중심의 통합적 생활권 단위 계획 구성

 샌프란시스코 시는 주거와 산업의 혼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

용지가 포함되어 있는 생활권에서의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교통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특히, 오픈스페이스 및 교통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 광역생활권을 

구성하여 주거와 산업이 상생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3-26> Eastern Neighborhoods Community Open Space Plan

자료：http://www.sf-planning.org/index.aspx?page=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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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Eastern Neighborhoods Community 보행 및 교통계획

자료：http://www.sf-planning.org/index.aspx?page=1673

시사점

 도시 산업기반의 다양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PDR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특성을 반영한 용도지역제를 도입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 산업의 보존과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 특히, 주거와의 혼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완충지역을 

도입하였으며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을 연계한 도시계획적 요소를 바탕으로 

산업과 공간의 보전 및 보호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 생활권과 연계한 산업용지 관리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주공혼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와 산업에 대한 통합적 계획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시가 지원하고 있다.

‑ 산업용지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픈스페이스 계획 및 교통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의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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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욕:
 Brooklyn
 공업지역 재생

역사와 현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의 번성으로 발전하였던 Brooklyn지역은 20세기 

후반 경제성장의 하향세와 제조업에 대한 수요 감소로 쇠퇴함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정비방안 및 재생전략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Brooklyn은 특히 산업　배후지역으로서 거대　창고가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산업이전적지(Brown field)가 다수 분포하여 새로운 전략산업의 정착 및 

기회 도출에 있어 적합한 지역이다.

 맨해튼과 근접한 Brooklyn지역은 뉴욕시의 배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반 

적은 임대료를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약 39.6%, 청년층 인구의 약 35%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입 및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기존의 제조업과 

저·중소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새로운 재생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13년 Brooklyn지역의 지가상승은 맨해튼과 유사할 정도로 상승하였으며, 

저·중소득자를 위한 주택 가격은 2000년 $32,135에서 2011년 $42,752로 

약 133%상승하였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의 유출 방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문화, 방송)을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ndustrial Business Zone을 통한 공업지역 재생

 Industrial Business Zone(IBZ)1)은 현재 뉴욕시에 위치한 도시형 제조업 

밀집지역을 보호하고 산업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제도이다. 

 기존 제조업의 육성 지원　제도인 IPIP(In-Place Industrial Park)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자 2006년 뉴욕시는 제조업을 보호하고 연관된 다양한 

산업을 유치 및 확보하기 위해 16개의 IBZ구역을 지정하였다.

 IBZ의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개발이 불허되며, 사업체의 입지 및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비영리개발공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과 관리를 도모

하고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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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

용도제한 주거용도로의 용도변경 불허

기업입지촉진
IBZ 또는 Brooklyn Navy Yard로 이전하는 경우 세금공제혜택 
부여

IBZ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교통정책(물류운송 및 접근성향상) 기업체 및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인프라 공급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개발공사 및 뉴욕경제개발공사와 연계하여
산업유치를 위한 지역마케팅 수립 및 추진

공공의 
산업용지 활용

제조업 및 연관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소유의 산업용지에 
대한 일시적 임대

비즈니스
환경조성

상업적 주차위반 시범사업, 고용환경 조성
창업지원서비스, 폐기물수거 프로그램 운영 등

<표 3-33> IBZ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도시계획 정책

‑ IBZ는 기존의 토지이용현황, 인근지역의 공업적 특성, 신규 주거지 개발의 

가능성이 없는 곳, 교통시스템, Empire Zone의 경계를 고려하여 지정

한다.

 Redevelopment Organizations(비영리 개발공사)는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비영리 단체로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창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세제혜택, 공공 

지원 프로그램 및 규제사항 숙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성장을 위한 공실관리, 

공간효율 극대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업　종사자들 간의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통해 산업보호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 조직

Greenpoint/
Williamsburg

Greenpoint Manufacturing Design Center (GMDC)

Brooklyn Navy Yard Brooklyn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

Gowanus, 
Red Hook and 
Sunset Park

Southwest Brooklyn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Industry City Industry City

<표 3-34> Brooklyn지역의 Redevelopment Organizations(비영리 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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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Brooklyn 
Navy Yard

과거 해군의 선박생산지역으로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지

만, 현재는 소규모 제조업, 문

화예술 관련 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녹지,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8> GMDC

GMDC는 도심형 제조산업의 기반

을 유지 및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창업 및 예술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Redevelopment Organizations를 통한 지역재생 사례

 Greenpoint Manufacturing Design Center(GMDC)는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창출하기 위해 도시공간에 대한 기획, 

제공 및 계획 등 부동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산업지역의 

활용도가 낮은 건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개선 및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 및 기업, 디자인 및 예술 관련 인재를 유치하여 새로운 

창업 및 예술 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 상세분류

Manufacturing
금속가공, 가죽 가공, 가구 제작, 의류 / 의상, 유리공예, 세라믹, 

판화, 인쇄 등

Wood Working 가구 제작, Frame making, 골동품 복원 등

Fine Art / Design 미술, 그래픽 아트, 건축 및 실내건축 디자인

<표 3-35> 2013년 기준 GMDC 입주 기업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조달과 임차인(예술 및 제조업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율과 함께 이해당사자가 직접 건물 리모델링에 

기획 단계부터 함께 진행한다. Brooklyn지역의 총 연면적 725,000㎡의 

5개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하였으며 목공, 유리공예, 조각가, 가구제작, 

인쇄, 출판, 금속공예 등 1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5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다.

 Brooklyn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는 뉴욕시로부터 부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과거 산업시설을 개발하고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현대화 추진 

및 자산을 운용하는 비영리개발공사이다.

‑ Brooklyn지역의 수변 약 300acre 크기의 Industrial park지역은 과거 

해군조선시설로서 활용되었으나, 최근 300개의 제조업 관련 기업이 입지

하고 7,0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 산업기능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주거기능 제공, 지역주민에 대한 녹지 

환경 제공, 친환경적 운영정책을 바탕으로 산업단지의 지역 환경 개선 및 

관광 인프라화를 통해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력이 

커 지역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outhwest Brooklyn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은 Gowanus, 

Red hook, Sunset Park의 지역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1978년 비영리 지역개발조직으로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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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Southwest Brooklyn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Gowanus, Red Hook, Sunset 

Park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

발, 산업활성화 프로그램, 고용

서비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그림 3-31> Industry City

Industry City는 소규모 제조

업 및 문화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뿐만 아니라 오피스, 상

업시설, 공공녹지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산업문화공간

을 제공하고 있다.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과 높은 수준의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유도한다. 특히, 재난재해, 경기침체 등 대규모 산업재해로부터 소규모 

영세업체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지원책을 통해 지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제공 서비스 : 비즈니스 서비스, 고용서비스, 산업관련 금융 및 

부동산, 지역인프라 개선, 공공과의 협력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역상권 강화 프로젝트 등

 Industry City는 1895년 맨해튼에 근교한 지리적 이점과 제조업 상품의 

수․출입을 위한 대형 저장창고 시설로 활용해 왔으나 대량생산제조업의 

교외화와 국제화로 인해 기능 및 물리적시설이 쇠퇴하여 새로운 정비방안 

및 정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690,000㎡의 대형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창업지원과 함께 상업 및 문화복합시설로 활용하여 주변지역 

주민과 임차인에게 산업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주거로의 용도전환과 문화 및 제조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뉴욕시

에서는 Industry City와 주변지역을 IBZ로 지정하고 타 용도로의 전환을 

제한함과 동시에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해당　또는 연관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맨해튼 지역의 약 1/3수준의 임대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제조업 및 문화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시사점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개발공사를 활용하여 산업이전

적지 및 쇠퇴지역에 대한 산업보호 및 육성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지역의 고유한 산업특성을 반영하고 공간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산업 이

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Bottom-up방식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하고 있다.

‑ 해당 또는 유사 연관산업 창업지원을 위한 통합적 스타트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써 개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지역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역조직체 및 복합문화공간을 통한 지역경제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개발회사에는 지역주민, 대학, 전문가, 공공, 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사업 진행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 특히, 복합문화공간 개발을 통해 주변지역에 부족한 녹지 및 상업,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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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주공공생 발전방안2) 
  및 사례분석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체계

 일본은 공업지역에 대한 공간의 위계별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주공혼재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광역도시권 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입지적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방향 설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용도지역과 특별

용도지구를 통해 주공혼재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마치즈쿠리3) 조례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협의를 

통해 지구계획 또는 협정 수립하고 있다.

 특별공업지구를 통한 준공업지역 관리

‑ 특별공업지구는 특별용도지구의 일환으로 해당지역 특성에 적합한 토지

이용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지정되며 특히 공업지역에 대해서 공해 발생의 

방지와 산업 활동의 편리 증진을 위해 지정한다.

‑ 지역 내 전통적으로 전해온 산업에 대해서 보존과 육성을 위해 지정되는 

고유산업 육성형 특별공업지구와 산업 활동으로 인한 공해를 방지하고 주거

환경 보호와 산업 활동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한 1종, 2종, 3종, 주공공생형

으로 세분화하여 규제한다.

‑ 특별공업지구가 지정된 지자체는 공동주택 개발지침, 직주근접의 공장 

아파트 건설 유도, 용도 및 규모에 따른 건축제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조업환경 보호, 기업 입지 촉진 등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공혼재 관리 및 계획 운영

‑ 지역주민, 기업 등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주체가 되고 공공의 행정지원 

및 지원가 등 기술지원을 통해 주공혼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공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치즈쿠리 조례를 제정 및 운영

한다. 

‑ 마치즈쿠리 조례에는 특별용도지구의 활용계획, 주택건축에 대한 협의, 

근린의 제조기업에 대한 설명 등 다방면에 대한 역할과 기능 등 주민과 

공장주 간의 상호 배려와 책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 주공혼재로 인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회 및 위원회를 구성

하여 공공 및 공장,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자주적 대처와 공공과의 협의 점을 모색하고 있다.

2) 민승현(2013), “일본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공공생발전 사례의 시사점 연구”, 서울연구원

3) 마치즈쿠리 : 자립적 시민을 주체로 한 지역사회 재구축(齊藤康則,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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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오타구 

특별공업지구 현황

특별공업지구 사례

 도교도 오타구 – 공해방지형

‑ 도교도 오타구 지역은 주로 금속제품과 일반 기계도구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약 31,950개의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다. 중소영세공장 집적으로 

인한 공해문제의 대두로 오타구는 공장의 분산을 추진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고도의 가공지구 집적지로 급부상하며 주공조화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주거환경 보전 및 공업기능 육성을 위한 특별공업지구로 지정하고 공장아파트 

건설 추진과 집단주택 건설 지침을 마련하였다.

정책 세부내용

공장아파트
주거와 공장의 복합건물로써 직주근접을 목적으로 하며 저층부는 소음 
및 진동방지의 구조로 공장을 집적시키고 상층부는 직원아파트, 공공편의
시설, 임대주택으로 조성

집단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지침

공동주택 건설 증가로 인한 공장의 조업환경악화, 공장 감소로 인한 산업
기반 약화를 방지하고, 공장과 주택 거주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방지

<표 3-36> 오타구의 공업지역에 대한 정책

 도교도 고토구 – 공해방지형 및 지역산업육성형

‑ 고토구는 구 전체의 절반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래전부터 

창고 운송업 및 공업이 발전해 온 지역이지만 최근 준공업지역　내의 공업용 

토지이용이 감소하고 상업 및 주거용 토지이용이 증가하였다. (1991년 주거 

및 상업이 36.4%였지만 2006년 절반 수준인 47.9%로 증가)

‑ 아파트 건설로 주공혼재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및 산업육성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 특별공업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ㆍ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 작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경우
ㆍ 내화 또는 준내화 구조인 인쇄, 제조업 등의 공장 중 면적이 500㎡이상
ㆍ 유해물질 배출, 소음, 진동이 심한 업종의 공장
ㆍ 풍속영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표 3-37> 제2종 특별공업지구에서 규제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특히, 준공업지역은 아니지만 지역의 고유산업이 밀집한 제1종 주거지역을 

제3종 특별공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고유산업의 육성과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ㆍ 작업장 면적이 150㎡이하이며 지역 고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봉, 인쇄 및 제본, 금속가공 및 기계기구 제조)
ㆍ 공장의 건축구조는 내화 또는 준내화 구조를 가져야 하며 적정한 외벽 
   구조를 가져야 하는 등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표 3-38> 제3종 특별공업지구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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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조화 정책 사례

 일본에서는 계획적 차원의 관리 이외에도 지자체의 계획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주공조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다. 특히, 주거혼재지역

에서는 주택과 공장 상호간의 기능상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직주

근접, 일자리 공급 등 다양한 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구  분 장  점 단  점

공장 측

ㆍ노동력 구득 용이
ㆍ가정 내 부업 등 하청가능
ㆍ공정상의 협력 및 상호의존
ㆍ산업관련 서비스 구득 용이
ㆍ공장 관리 용이
ㆍ낮은 지가 및 임대료
ㆍ도심으로의 접근성

ㆍ공장 증설을 위한 공간 부족
ㆍ도로협소 등 기반시설 열악
ㆍ공해대책 강화 필요
ㆍ인근 지역 외 노동력 유입 저하
ㆍ공장의 노후화 진행

주택 측
ㆍ직주근접
ㆍ풍부한 일자리, 가족의 노동참여
ㆍ저렴한 주택가격

ㆍ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ㆍ화재, 폭발 등 안전문제
ㆍ유통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문제
ㆍ오픈스페이스 및 공공시설 부족

<표 3-39> 주공혼재지역의 장점 및 단점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

‑ 히가시오사카시는 금속제품 및 일반기계도구 제조업이 특화된 공장집적지로 

대규모 공장 등의 시외이전 및 폐업에 따른 이전적지에 아파트 등 주택의 

입지로 주공갈등이 증가하였다.(2008년 기준 공장수 전국 4위, 공장밀도 

1위의 공업밀집지역)

‑ 제조업이 세수 기반이자 시민의 경제활동 기반이므로 공장 집적으로 인한 

특화 및 생산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주공공생의 마치즈쿠리 

비전’이 책정 및 시행되었으며, 주공공생의 기본이념을 시민, 제조기업, 

건축주 등 관계자와 공공이 정의하는 동시에 추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였다.

‑ 히가시오사카시는 공업계 용도지역을 대상으로 제조전략지역과 중점지구를 

지정하여 주공혼재 관리 및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며 제조업 전략지구는 대

도시 공업집적지로써 기능유지와 도시의 산업을 선도할 지역으로 산업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조업환경 보존 등 산업진흥정책과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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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정책 주거환경 개선 정책

기업유치
ㆍ입지촉진 보조금
ㆍ공장용지 정보제공
ㆍ시스템 운영 상호이해

촉진

ㆍ주공공생을 위한 조직화
  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 협의회 활동지원)

중소기업
지원

ㆍ기술지원센터 등 연구
  관련 시설 및 보조금
ㆍ인재육성
ㆍ교류프로그램 지원

주거환경
확보

ㆍ일정규모 이상의 공장과
  주택 건축시 완충녹지
  확보
ㆍ자발적 녹화사업 지원
ㆍ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공장 이전비용 지원
ㆍ조업환경 배려를 위한
  사업 지원

조업환경
확보

ㆍ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ㆍ주택 및 공장 신축 시 개발
  지침요강에 근거한 협의
  및 지도

<표 3-40> 제조전략지역에서의 정책

 오사카부 다이토시 모델지구

‑ 다이토시 모델지구는 다이토시 전체의 2/3를 넘는 제조업체가 집적한 공업 

및 준공업지역으로 금속제조업(25%), 일반기계도구 제조업(23.2%), 플라

스틱 제품 제조업(5.3%)등 입지한 지역이다.

‑ 2004년 이후 공장이적지에 대한 주택개발이 급증하여 인구 및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주공혼재로 인한 소음, 대기오염, 악취, 진동 

등 생활환경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였다.

‑ 주공조화를 위한 마치즈쿠리의 효과적인 추진 및 수립을 위해 행정, 전문가, 

그리고 해당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 단계에 참여하였으며 협

의회 및 정비대책을 통해 주공조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내 용 세부사항

주공문제
대책위원회
회의 설치

ㆍ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 자치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주공문제 대책위원회를 통해 주공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효율적  
  처리

환경개선시설
및 설비의
정비대책

ㆍ공장주 : 방음벽 설치, 소음이 적은 기계 이용
ㆍ주택 개발업자 : 방음벽, 이중창 새시 등 공해 저감조치 의무화
ㆍ자발적 대응 노력에 대한 대출 및 보조금 제도 검토

주공
교류사업 추진

ㆍ학교교육과 연계한 견학회 및 체험학습 추진
ㆍ지역 밀착형 활동의 추진을 통한 주민 교류기회 확대

준공업지역의
주택개발 관리

ㆍ준공업지역에 대한 주택개발을 억제하고, 주택 및 공장에
  대한 개발 신청 시 대책위원회 설립을 통한 문제점 해결

<표 3-41> 제조전략지역에서의 정책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제3장 준공업지역 현황 및 실태분석

111

주공혼재지역에 대한 정비방안

 점진적 수복형 정비수법 

‑ 도시재생기구는 노후화된 주택 및 공장을 철거하고, 사업기간 동안 순환형 

임대주택과 임대산업시설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거주와 조업활동을 보장하

고 사업완료 후 다시 재입주 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주공혼재로 인한 갈등 해소와 기반시설 정비 및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공장공동화 사업 

‑ 다수의 소규모 공장이 하나의 건물로 집단 이전하여 공해문제와 규모의 

확장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기계설비 마련 및 생산방법의 도입을 통해 

생산 공정의 공동화 및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정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토지, 건물, 기계설비 마련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20년 간 금융지원하고 있다.

 연쇄적 도시정비의 전개 

‑ 도시재생기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공장이전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하여 이전부지의 활용, 기반시설의 설치, 공공시설 조성, 간선도로 

연장 및 신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장이전부지의 개발효과를 지역전체로 

확장시켜 지역차원의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동경시는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도심의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기존

산업과 신산업 입지 확보와 육성을 위해 제조업 집적강화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특히, 집적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제조 산업기반강화 그룹지원 

사업, 도시기능 활용형 산업진흥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자치구가 주체적으로 지역 내의 주요 제조업을 육성 및 집적시키기 위해 

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기반강화계획’을 수립하며, 동경

시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장 3년간 사업비의 

1/2 이내에서 지원)

 2013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7개 구에 대하여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각 

자치구는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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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 요 주요사항

에도가와구

 금속 및 기계 산업의 공장
집적지로서 기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의 지원, 
환경의 정비를 통한 입지 환경
조성, 신성장 산업집적강화로써 
환경 및 건강 관련 업종의 
입지 촉진

 경쟁력강화
(기업가치 향상, 산업교류 추진, 판로 개척 
지원)

 인재육성 강화
(기술 상속지원, 인재확보 및 정착지원)

 조업환경정비
(방음,방진,방취 대책 및 보조금 지원)

하치
오치시

 전철개통,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교통 편리성의 향상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유치, 기존
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술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의 집적을 도모

 기업입지 촉진
(장려금 교부, 지역기업에 대한 확장 
설치비 지원)

 기업의 집적 도모
(대여공장 이전비용 보조)

 기술력 향상 지원
(산학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미타카시

 과거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규제강화 및 공장의 이전으로 
인한 주공혼재 심화

 기존 시내 제조　 사업자의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와 산업지원 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과 생활이 공생
하는 도시' 구현

 공장 이전 집약화 촉진
(시내 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특별주공
공생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 실시)

 친환경 시설 투자 촉진
(환경 친화적인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산업지원 강화
(공동 기계실에 대한 장비지원)

<표 3-42> 2014년 승인된 지역산업기반강화계획

시사점

 공간위계에 따른 계획 수립을 통한 법적 관리체계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광역 및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 비전 및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 지자체는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용도지역 지정 및 용도지구,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구단위의 주공혼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공조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 용도상충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마치즈쿠리 조례, 

지구계획 등 계획적 지원과 완충녹지 조성, 방음벽 설치, 공해저감 설비 

의무 설치 등 물리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 산업기능의 유지 및 육성을 위해 공해저감 방지 설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고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지구 지정, 산업기능 담당 부서 신설, 

공장 신설 지원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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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폴:
  복합용도 개발 및 
  유도를 위한 시스템4)

 이와 함께 공공, 주민, 공장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간의 교류와 현실적 

정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 및 지원기구 설립하고 주민, 기업 등 추진 주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전문가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도시재생적 접근을 통한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 공동공장 조성, 노후시설 정비 지원, 순환형 임대주택 및 산업시설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 수복형 재개발, 철거 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방법을 통해 지역적 재생이 추진 가능하다.

‑ 지역의 산업네트워크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영세업체의 생산 효율성 및 시설

현대화, 지역주민 및 산업의 재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 필요하며 주공

혼재 지역에 대한 공장의 용적 이전, 오픈스페이스 및 주민시설 확보를 

통하여 주거 및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공업지역에 대한 유연한 용도시스템 도입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토지이용을 고려한 새로운 

용도지역체계를 수립하였다.

‑ 기존 용도지역시스템에서 공업, 창고, 유틸리티산업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 

개발을 유도하였으나, 2003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따라 복합

용도로 개발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 새로운 용도지역시스템에서는 기업과 비즈니스 활동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용도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내 용 세부사항

Business1
(B1)

50m의 완충지역을 요구하는 공해가 적은 산업, 창고, 유틸리티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의 산업

Business2
(B2)

안전과 생활환경의 질을 위하여 50m 이상의 완충지역을 요구하며
상대적으로 공해유발이 큰 산업과 B1용도를 포함한 산업

Business Park
첨단산업, 연구 및 개발(R&D), 지식집약산업 등 비공해

산업임과 동시에 비즈니스 서비스가 요구되는 산업

<표 3-43> 제조전략지역에서의 정책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용지 방안연구’, 2012, 국토연구원

   ‘Development Control Paramenters For Non-Residential Development’, 2014,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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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Business Park 

Zone의 개념도

Business Park에서는 15%

까지 White Zone이 허용되

며 용적률은 최대 250%까지 

허용됨.

‑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E-Business 산업과 미디어산업에 대하여 공업

지역에 대한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용도지역 용도

모든 공업지역 내 허용
Telecommunications, Data farm / data centre 

Internet Service Provider, Software development 

Business2 제외 허용 Call centre 

<표 3-44> 제조전략지역에서의 정책

 각 공업지역 유형별　입지에 대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정책을 수립하고 유도하고 

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인동간격 등 각 유형에 대하여 상세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용도에 따른 계획적 대처를 유도한다.

접하는 도로면의 종류 완충공간에 대한 지침

 Expressway 최소 15m(완충녹지 3m 포함)

 Major Arterial A 7.5m(완충녹지 3m 포함)

 Major Arterial B 5m(완충녹지 3m 포함)

Roads, Minor Roads & Slip Roads 5m(완충녹지 3m 포함)

<표 3-45>공업지역에서의 완충공간과 도로에 대한 지침

 특히, Business Park Zone에 도심형 산업의 입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미래의 토지이용에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White Zone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White Zone : 공해산업을 제외한 모든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허용된 총 밀도 

범위 내에서 개발 사업자가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

 Business Park Zone에서는 총 연면적의 최대 15%까지 White 용도가 허용

되며 이 외의 부분은 기존 용도나 지정된 용도로 이용되도록 유도한다.

‑ 인근지역의 토지이용과의 정합성, 대중교통 접근성, 도로 수용량과 혼잡

수준 등 현지 환경에 따라서 White　용도의 허용　물량은 기존의 15%를 

상회하여 확보가 가능하며 BP White zone에 허용되는 용도로는 상점, 

오피스, 음식점, 전시관, 스포츠 및 위락시설, 피트니스 센터 등 산업

시설과 연계한 시설로 용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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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개발 유도를 통해 제조업 및 연관 서비스산업을 유치

하여 서로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유연한 계획체계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및 산업구조에 대처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주공혼재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복합개발을 

통해 물리적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의 질까지 높이고 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용도지역시스템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 기술발전을 통한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업종간의 복합입지를 

유도하는 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며 단일 산업의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서비스산업 등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산업입지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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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중요성 및 역할

3.4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역할과 산업정책 방향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제공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국가 간 경쟁보다는 도시 또는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경제단위로서 대도시권 단위의 지역구조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세계화 경쟁시대에 

대응한 수도권 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인구비중과 GRDP 비중이 

50%에 가까워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그 파급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

되나, 세계 주요 대도시권들과는 달리 인구비중에 비해 GRDP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GRDP :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단위: %)

구분
수도권
(서울)

도쿄권 베이징권 상하이권 파리권 런던권

① 인구비중 49.6 28.9 8.0 11.7 18.5 32.0

② GRDP비중 48.9 33.0 11.0 19.6 22.6 37.8

②-① -0.7 4.1 6.1 7.7 4.1 5.8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표 3-46> 수도권과 세계 대도시권 경쟁력 비교

 또한, 수도권의 중심도시인 서울은 수도권 면적의 5.1%만을 차지하지만 

인구의 49.6%, GRDP의 48.9%를 차지하여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협의적으로는 수도권, 광의적으로는 국가의 미래 산업 

방향을 견인할 수 있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 특히, 다양한 선도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집적된 도시형 

제조업과 연관 산업들의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전략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제공하여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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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제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지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서울시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준공업지역에는 전국 대비 성장하는 제조업 선도산업이 다양하게 존재하여 

서울시의 핵심적인 생산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선도산업 분석결과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에 입지한 

제조업 중에서는 약 1%만이 선도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준공업지역 내 

제조업 중에서는 선도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제조업이 준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산재 분포하고 있으나, 

준공업지역 내 입지한 제조업은 질적 특성 및 경제효과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제조업과 매우 상이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준공업지역 산업생태계 사례분석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내 입지한 

제조업체들은 원재료 공급, 제품생산, 제품판매 등에서 해당 지역 관련 

제조업체 및 연관 도소매업체들과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어 기능적으로 

연계된 산업집적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완공된 지식산업센터 193개소 중 준공업지역 내에 176개소(전체의 

91.2%)가 입지하여(이 중 53.9%는 산업단지 내에, 37.3%는 기타 준공업

지역에 입지함) 신산업 공간의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34>서울시 준공업지역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반 다양성에 기여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일자리의 10.3%, 

도시형 제조업 일자리의 32.6%, 첨단산업(IT, BT, NT, GT) 일자리의 

30.4%를 담당하고 있다. 즉, 준공업지역은 높은 고용밀도를 가지며 특히 

인쇄, 귀금속 등의 도시형 제조업 일자리 밀도의 경우 주거지역의 7배, 상업

지역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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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준공업지역 내 일자리 비율 

 제조업 사업체수 또한 서울시 평균 밀도와 비교해보면 준공업지역의 경우 

3.7배 높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와 온수산업단지의 경우 각각 14.4배, 

8.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위: 개, 배)

구분 서울시 준공업지역 G밸리 온수산업단지

제조업체수 55,930 8,730 2,624 73

서울 평균밀도 대비 - 3.7 14.4 8.3

<표 3-47> 서울시 평균 대비 제조업체 밀도

 한편, 도시 차원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산업구조 보다는 다양한 산업에 특화되어 연관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의 다양화가 중요하다. 서울시 전체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준공업지역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기술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 서울시 산업구조의 과도한 서비스업 의존도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준공업지역은 지역산업생태계의 집적공간으로 토착산업과 신산업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준공업지역 육성 시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선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중·저소득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의 고용 형평성 및 고용기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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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서비스 수용 및 복합기능 수용공간 제공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대규모 토지가 다수 입지한 준공업지역은 도시

서비스(Everyday Service)기능의 수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 도시서비스기능은 물류‧유통시설의 산업유통시설(기계공구/산업용재 등), 

생활물류시설(할인점, 물류창고 등)과 자동차관련시설 등으로 분류되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 내 시설면적 3,000㎡ 이상인 산업

유통시설은 총 51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개소 면적

개수 비율 면적 비율
기계공구상가 9 17.6 340,523 55.0

자동차매매단지 10 19.6 62,783 10.1

물류센터 9 17.6 72,809 11.8

자동차정비소 16 31.4 88,301 14.3

자동차검사소 3 5.9 14,129 2.3

운전학원 2 3.9 29,141 4.7

차고지 2 3.9 11,142 1.8

계 51 100 618,828 100

<표 3-48> 준공업지역 내 산업‧유통 및 생활서비스시설 현황(단위: 개, %)

 또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반(제조업 공장, 지식기반산업 등), 도시

서비스기능(유통 및 물류시설, 도시형 정비공장 등), 배후지원기능(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업무시설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이다.

‑ 이는 뉴욕(미국), 셰필드(영국), 도쿄(일본) 등 해외 선진국 대도시에서 

추구하는 공업지역 육성정책의 기조인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의 개념과 부합한다.

 준공업지역의 지가는 준공업지역과 같이 용도지역 상 복합기능의 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의 약 70% 수준이며, 이러한 준공업지역의 저렴한 지가와 다수의 

대규모 부지는 이와 같은 복합기능용도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림 3-36> 용도지역별 1만㎡이상 대규모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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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산업정책 방향 산업경제 메가트렌드의 흐름

 현대 도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지구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글로벌 경제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향후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담보

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저 출산·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에너지·환경에 대한 

인식 재고, 사회 전반의 요소 및 기술 간 융복합화, 신산업·신기술의 출현, 

지식 및 창조인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제조업 등 토착산업의 중요성 증대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토대로 한 미래 산업의 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창조인재 육성 및 지식가치창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창조경제로의 

전환

‑ 녹색·IT융합, R&D 등의 역할증대로 기술 간 융복합화의 가속

‑ 제조업 부흥 및 재생정책 등으로 토착산업에 대한 보호·육성

「2030 서울플랜」 및 「경제비전 2030」의 서울시 산업정책 방향

① 2030 서울플랜

 「2030 서울플랜」은 핵심 이슈별 계획과 공간구조계획에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를 전략적인 

계획목표로 삼고 있다.

정책적 측면

 서울시는 동북아시아의 메가시티로서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

하기 위해 도시경쟁력의 원천을 창의성, 협력과 상생의 가치,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축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여 경제 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목표1 :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목표2 :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목표3 :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창조경제 기반의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산업 간의 융합화와 다양한 산업과 업태가 공존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권역별 산업의 특성화 발전과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기존 산업집적지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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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융합·연계형 창의발전에 있어 제조업은 타 산업과의 연계(제조업

+IT 서비스업, 제조업+관광 등 기타서비스업)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의 산업유산, 생산현장,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하여 관광산업과 

MICE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가능하다.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의 다양성과 대도시권 

창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일정수준 유지되어야 한다.

‑ 특히, 지역특화산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소규모 

수복형 정비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지역

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한다. 특히, 무분별하게 타 용도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유도한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 내에서 생활과 일자리의 통합공간을 

유도하며 창의적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해 도시 인프라 및 어메니티

(amenity)를 확충한다. 

공간구조

 서울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기반을 마련하고, 

창조적 산업기반을 위한 특화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의 혁신을 유도한다. 특히, 서남권의 G밸리 등 첨단산업

으로 특화된 가산·대림 광역중심은 경기도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R&D

거점으로 특화한다. 준공업지역이 포함된 주요 중심지는 다음과 같다.

 광역중심 : 권역별 균형발전 도모

‑ 마곡(서남권) : 김포공항 및 상암과 연계,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활용한 

신규 지식기반산업 창출

‑ 가산·대림(서남권) : 산업단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중심으로 

창조적 지식기반 고용기능을 확산

 지역중심 : 생활권별 고용기반 마련 및 자족성 강화

‑ 성수(동북권) : 건대입구의 대학잠재력과 성수 준공업지역을 연계하여 

창조적 지식기반 산업집적지로 전환

 지역별 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적 가치로써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중심지로 육성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 배후지를 

고려하여 7개의 광역중심을 선정하여 업무, 상업·문화, 관광, R&D, 첨단

산업 분야에서 특성화된 광역적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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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재생함에 있어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며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대학의 R&D 기능과 

기업과의 연계, 중소규모의 제조업 기반이 밀집된 지역의 특화 육성 등 

실효성 있는 높은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대책 마련으로 권역 간 및 권역 내 대표적인 

불균형 지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제도적인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관리 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한다.

②「경제비전 2030」서울형 창조경제 모델

 서울의 세계도시경쟁력은 성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환경·

고령화·저 출산 등 미래 트렌드 변화 속에서 글로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은 부족하고, 서울시가 국내총생산의 22.6%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핵심 경제도시임에도 선순환적 발전에 대한 비전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상생 및 동반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로 「경제비전 2030」이 제시되었다.

 「경제비전 2030」은 과거 추진해 온 산업경제정책을 토대로 향후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3대 목표로 융복합경제·공존경제·글로벌경제를 중심으로 한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R&D, 바이오·의료, MICE·관광, 

문화·레져, 사회적 경제, ICT+도심제조를 6대 유망(잠정)산업으로 선정

하고 있다.

<그림 3-37>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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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은 ‘일자리 친화도시 서울’을 지향하며 첨단 융복합

산업·창조산업·도시형 특화산업 및 상권을 기반으로 일자리 총량 확대, 

새로운 일자리영역 확대, 고용유지 질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첨단 창조산업육성을 중심으로 한‘창조·혁신의 융복합경제’는 IT 중심의 

첨단 융복합 산업의 육성과 R&D 업종 간 협력체계 구축, 기술사업화-

수익창출 지원, 배후 산업 및 업무단지 등을 통해 육성한다. 

‑ 문화예술·지식기반·장인형의 창조경제는 지역기반의 거점전략을 활용하며 

도시형 특화산업·상권은 특화 집적지의 집중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한다. 특히, 3대 핵심 도시형 특화산업(패션·의류, 귀금속, 인쇄)을 지정

하고 고도 및 융합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은 ‘상생·지속의 공존경제’는 나눔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기술개발·혁신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을 육성하며 상생 및 동반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경제 시장을 혁신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확대 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도시로써의 서울을 만들기 위한 ‘리더십·협력의 

글로벌 경제’는 호치민-베이징-서울-도쿄가 연결되는 동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중심도시를 목표로 국제기구 유치확대, 기술협력 지원,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 동아시아 자본유치 거점 마련 등의 전략을 구사한다. 

‑ 특히, 경기·인천시와 대도시 경제발전을 위한 ‘수도권 대도시 경제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산업정책 방향

 서울시 산업은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의 고도화 및 지식기반

산업화를 통한 산업고도화에서 최근 산업생태계 선순환 및 가치사슬의 

복구를 통한 신산업과 토착산업의 공생추구로 전환되고 있다.

 「2030 서울플랜」 및 「경제비전 2030」의 주요 정책방향과 산업경제 

메가트렌드의 흐름을 반영하여, 본‘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 연구’

에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와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정한 서울시 

4대 산업정책목표와 16대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 서울형 창조경제모델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 목표는 융·복합산업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도시형 특화산업 육성, 토착산업 보호 및 육성 등으로 

구성되며,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세부과제들이 준공업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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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서울시 4대 산업정책목표 및 16대 세부과제 

융·복합산업의 육성

‑ 개별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IT·BT·NT, 관광산업, 제조업의 

융합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며, 산학연관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자력적인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 준공업지역의 역할: 마곡산업단지, G밸리 등에 산업복합 수용공간을 확보

하며, 산업공간과 배후지의 연계를 강화한다.

신성장산업의 육성

‑ 인재 육성과 창업지원(Incubating)의 강화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서의 신성장산업을 발굴 및 지원한다.

‑ 준공업지역의 역할 :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이적지 등 전략재생형 

대상지에 서울시 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산업기반을 강화하며, 협업·교류·

다목적 산업공간을 확충한다.

도시형 특화산업의 육성

‑ 이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들에 대해 기반시설 향상, 경제적 지원, 네트워킹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준공업지역의 역할 : 준공업지역 내 산업집적지별 선도 제조업 및 연관

산업을 도출하여 지원하고 산업 환경개선을 통해‘삶터+일터’로서의 재생을 

도모한다.

토착산업 보호 및 육성

‑ 지역 내 뿌리내리고 있는 산업 및 영세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고용기반 강화 및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 준공업지역의 역할 : 다양한 산업생태계의 파악 및 맞춤지원과 영세산업의 

공생공간 확보, 성수동, 문래동 등 산업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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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준공업지역 
  산업정책 방향

준공업지역 공간단위 산업정책 방향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산업정책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새로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과 준공업

지역 내에서 이미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선도 및 보호산업들에 대한 

지원·육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전략산업은 서울시 신성장동력 미래 산업으로서「2030 서울플랜」,「경제

비전 2030」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산업들을 수용하며,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설정한다. 설정된 전략산업은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유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공간계획과 장소단위 

맞춤형 산업정책을 통해 육성한다.

 선도 및 보호산업은 앞에서 제시된 Industry Targeting Analysis를 이용

하여 행정동 단위별로 추출하며, 산업집적지에 대해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육성한다.

<그림 3-39> 준공업지역 산업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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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방안

 준공업지역 내 전략적 육성산업은 G밸리, 마곡산업단지, 강동산업단지 등 

서울시 3대 산업단지와 대규모이적지에 유치 가능하며 미래 서울시의 산업

기반으로서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산업이다. 서울시 상위 

및 관련계획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용하되 준공업지역의 특화산업 특성을 

반영하면서 입지적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선정한다.

‑ 영등포권역 : 여의도의 글로벌 금융거점과 연계한 MICE 산업과 문래동 

토착산업과 연계한 창조문화산업 등 육성

‑ 금천권역 : G밸리의 첨단 IT융합, 출판 및 패션문화산업과 연계한 ICT+

제조업 등 육성

‑ 강서권역 : 바이오 R&D산업과 연계한 콘텐츠·창조문화산업 등 육성

‑ 구로권역 : 온수단지의 기계금속산업과 연계한 ICT+제조업 등 육성 및 

동부제강창고 등 산업유산 연계를 도모함

‑ 성동권역 :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주변

대학의 R&D 기능과 연계하여 신발·인쇄·IT융합 디지털산업 등 육성

‑ 도봉권역 : 창동·상계 광역중심지의 복합문화, 글로벌비지니스존과 연계한 

콘텐츠·문화산업 등 육성

 산업정책으로는 IT 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한 서울형 오픈 R&D 지원, 

스타트업,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센터 건립, 창조전문인력 양성지원, 

전략산업에 대한 임대산업시설(공공지식산업센터) 우선 공급 등을 포함하며, 

아래 표에 제시된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상 특구 활성화 

수단’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그림 3-40> 서울시 전략산업 및 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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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선도/보호산업 선정 및 관리방안

 준공업지역 안에는 다수의 산업집적지와 주공혼재지가 존재하며 서울시 산업

기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육성, 보호해야할 선도·보호산업들이 입지해 

있다.

‑ 선도산업은 준공업지역에 특화된 산업으로 전국 대비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성장률로, 차후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육성해야 할 제조업 및 연관산업이 포함된다.

‑ 보호산업은 선도산업으로는 미흡하나, 차후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산업,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파급력이 큰 토착산업 등 집중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조업 및 연관

산업을 의미한다.

 준공업지역의 선도 및 보호산업은 앞에 기술한 Industry Targeting 

Analysis를 이용하여 도출하며, 준공업지역 행정동과 생활권별 선도 및 보호

산업의 종류와 위치는 “지역별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지역별 선도 및 보호산업은 준공업지역 산업집적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또한 준공업지역의 선도 및 보호산업은 앞에서 선정한 준공업지역 내 

서울시 지역별 전략산업과 네트워크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전략산업의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 육성에 적용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상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수단인 기반시설구축,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앵커시설지원, 산학연협력지원 등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이 

산업집적지의 선도 및 보호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제4장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향

4.1 미래상 및 재생과 활성화 방향
4.2 재생과 활성화 실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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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업지역의 미래상

제4장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향

4.1 미래상 및 재생과 활성화 방향

산업과 문화, 주거, 상업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나, 업무, 산업, 

주거, 상업 등 서울의 도시 활동이 가장 폭넓게 일어나는 역동적인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의 7배, 상업지역의 2배 수준의 일자리가 집적된 서울 시민의 

일자리 집적공간이며, 다양한 도시서비스기능의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기반의 쇠퇴, 건축물의 노후화 가속,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의 수립,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의 마련 등 본격

적인 도시재생시대를 열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대도시들도 공업지역 재생과 

제조업 지원을 통한 도시성장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준공업지역도 새로운 

재생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실현을 위해 본 계획에서는 준공업지역의 미래상을 

“산업과 문화, 주거, 상업이 공생하는 복합산업지역”으로 설정 한다. 

“산업과 문화, 주거, 상업이 공생하는 복합산업지역”

‑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주거, 상업 및 업무기능이 복합되는 지역이다.

‑ 앞으로의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과 주거기능, 상업기능 등 시민의 일자리와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도시기능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

기능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하도록 한다. 

‑ 단순한 기능혼재가 아닌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한다. 

‑ 개별 도시기능들의 수용에서, 기능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는 등 여러 도시기능들이 공존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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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과 활성화 방향 새로운 일터는 만들고, 기존의 삶터는 가꾸며, 주민, 종사자, 기업이 함께 행복한 준공업지역

 산업과 문화, 주거, 상업이 공생하는 복합산업지역이라는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향은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신성장동력의 수용공간으로 재생 및 활성화

 수도권의 산업과 연계하여 서울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거점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재생·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서울형 도시재생의 실현공간으로 재생 및 활성화

 서울시에 분포하는 다양한 준공업지역별의 특성을 고려한 장소특성별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재생·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과 종사자, 기업의 행복공간으로 재생 및 활성화

 준공업지역에 거주하고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생·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림 4-1>  준공업지역의 미래상 및 재생방향, 실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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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일터 만들기

<그림 4-2>전략재생형 개념

4.2 재생과 활성화 실현전략 

준공업지역을 서울의 전략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 

 서울은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만 지정되어 있고, 준공업지역이 모든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는 등 준공업지역이 산업육성의 핵심지역임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을 

현재와 미래의 전략산업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준공업지역의 전략산업거점 육성을 위해 “권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전략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거점형 복합기능 강화”를 실현전략으로 한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충 

 서울의 유망산업 및 지역산업의 특성을 연계하고 권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권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한다.

‑ 권역별 전략산업은 서울시의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2030 서울플랜」,「경제비전 2030」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시 유망

산업과 산업생태계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략산업은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6개 권역은 강서권역, 영등포권역, 구로권역, 금천권역, 도봉권역, 성동권역으로 

구분된다. (양천구는 영등포권역에 포함)

 이러한 전략산업은 해당권역 내 준공업지역에서 재생사업 추진 시 신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활용되며, 산업정책 등을 지원하여 육성하도록 한다. 

전략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거점형 복합기능 강화 

 준공업지역의 재생을 선도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산업기능과 중심기능, 주거기능이 복합된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 전략산업거점은 공공, 민간의 제안 등을 토대로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전략산업 거점은 지역 내 토착산업 지원을 위한 임대산업공간, 젊은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공간,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등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략산업기능을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주거, 종사자 

지원을 위한 소규모 주거 등 직주근접형 주거기능, 상업, 업무, 문화 등 지역

중심기능이 복합된 지역거점으로 조성된다. 

 전략산업 거점의 육성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일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도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변 준공업지역의 재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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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일터와 삶터 
  가꾸기

<그림 4-3> 준공업지역 유형별 현황

장소단위 맞춤형 재생방안 적용을 통한 준공업지역 재생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의 산업과 경제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공간으로 시민의 생활경제가 닮긴 

공간이자 시민이 살아가는 삶터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장소단위 맞춤형 재생방안 실현을 위해 “맞춤형 

산업재생 활성화”와 “주거기능밀집지역 재생

유도”를 실현전략으로 제시한다. 

맞춤형 산업재생 활성화 

 준공업지역 내 주거산업혼재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과 주거의 공생을 위한 산업

재생을 통해 산업 활동은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은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노후산업

단지 지역은 산업단지 재생을 통해 일자리 거점으로서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도록 

유도한다.  

 산업재생은 산업집적지역의 토착·영세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공장이전적지의 계획적 관리 및 재생활성화 유도, 중소규모 

재생활성화를 위한 입체적인 산업과 주거의 공생방안 마련을 도모한다. 

‑ 세부적으로는 중소규모 산업재생 시 산업과 주거의 입체적 복합을 허용, 대규모 

이전적지 재생 시 산업지원시설 비율 상향 및 직주근접형 기숙사 도입 허용, 

공공지원이 필요한 산업집적지역 재생 시 지역단위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산업과 주거의 공생을 유도한다. 

 산업단지 재생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종사자 근무환경의 개선, 노후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 약화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거점으로의 혁신을 도모한다. 

‑ 대상지는 서울시 산업단지 중 온수산업단지와 G밸리에 적용할 수 있다.

‑ 온수산업단지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영세업체 지원을 통해 

기존 토착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앵커시설의 도입 등을 

통해 점진적인 고도화를 도모한다. 

‑ G밸리의 경우 전략거점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 중심의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특화가로 활성화를 통한 교류공간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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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관리 및 재생 
  실현하기

<그림 4-4>정비방식 다양화

주거기능밀집지역 재생유도 

 준공업지역 중 공동주택단지로 전환된 지역이나 저층의 주거가 밀집한 주거기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재생을 통해 직주근접형 주거공간으로 재생하도록 유도

한다. 

 주거재생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기능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재생과 활성화의 실행을 위해 주거지역에 

준하는 재생방안을 확대 적용하도록 한다. 

‑ 주거재생은 정비방식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여 준공업지역 내 기존 주거유형별 

맞춤형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기숙사나 임대주택 등 직주근접형 주거공급 시 인센티브 제공, 악취·

소음·빛 공해 저감대책 마련 등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틀, 실행기반 마련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공업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법정 생활권계획과 연계 및 준공업지역의 점진적 

조정기준 마련’,‘주요 재생거점의 공공지원 확대’,‘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실현전략

으로 제시한다. 

법정 생활권계획과 연계 및 준공업지역의 점진적 조정기준 마련  

 준공업지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재생 및 활성화방안이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본 계획에서는 정비발전구역(블록단위)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산업)생활권

단위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관리되도록 한다. 

‑ 지역(산업)생활권의 경계는 생활권계획 상 지역생활권의 경계와 가급적 일치

시켜 계획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시 준공업지역 내 세부 관리·재생방향 등 지역

(산업)생활권계획 내용과 연계하도록 하는 등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2030 서울플랜」의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에 따라 준공업지역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신산업거점 개발과 연계하여 점진적 조정을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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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일자리 거점 개발 등을 위한 새로운 산업거점 조성 시처럼 준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반영구적으로 타 용도로 전환된 지역 

등을 준공업지역 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준공업지역의 면적 총량은 유지하도록 

한다. 

주요 재생거점의 공공지원 확대  

 준공업지역 재생 시 재생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지원을 확대함

으로써 주변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심기능과 연계한 중심지 육성을 통해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영등포 역세권 일대나 노후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창조문화거점

으로 재생이 가능한 온수산업단지 일대 지역 등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공공

지원의 확대를 통해 주변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 주요 공공지원사항으로 영등포 역세권 일대의 경우 지역특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온수산업단지 일대의 경우 기 

선정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산업과 연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공공지원 확대 대상지는 전략산업 거점 선정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관련 법․제도의 개선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 마련 및 법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실행력 확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주민, 종사자, 

사업체(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 세부적으로는 주거와 산업의 입체적 복합, 산업지원시설 비율의 확대, 임대산업

시설 확보방식 다양화, 주거기능밀집지역의 정비방식 확대, 역세권 내 직주근

접형 주거 도입 시 용적률 완화 등 재생과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5장 준공업지역 
      관리계획

5.1 준공업지역 관리원칙

5.2 준공업지역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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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제5장 준공업지역 관리계획

5.1 준공업지역 관리원칙

1) 재생과 활성화 기본원칙

새로운 일터는 만들고, 기존의 삶터는 가꾸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재생과 활성화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은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산업과 주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업무, 문화, 상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복합산업공간으로 재생과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침체된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준공업지역의 장소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도시공간 재생이 필요하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이를 기반

으로 서울시 산업정책과 연계된 새로운 산업거점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확보 및 준공업지역 내 다양한 기존 산업의 보호·육성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준공업지역 산업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서울의 미래 유망

산업과 연계한 권역별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방안 마련, 기존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장소맞춤형의 재생방식의 도입, 저렴한 임대산업공간 

확충 등이 요구된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지역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관리원칙을 정립하고,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하여 생활권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과 연계로 준공업지역 전체가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이와 더불어 준공업지역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준공업

지역을 산업기반 유무에 따라 유형화하고, 장소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생방식을 

도입하여 준공업지역의 장소별 맞춤형의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기능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준하는 다양한 

재생방식을 적용하여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림 5-1>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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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5.1 준공업지역 관리원칙

2) 신 산업육성 및 토착산업 보호/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준공업지역에 대한 면밀한 산업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준공업지역은 1939년 최초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경제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5년 현재 서울의 산업과 일자리공간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준공업지역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3.3%(19.98㎢)에 불과하지만 서울시 전체 

일자리의 10.3%, 제조업체수는 15.6%, IT업체 등이 집적된 지신산업센터 

96.7%가 입지해 있는 핵심공간이다

 따라서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내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토착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준공업지역 내 산업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준공업지역 7개 자치구, 26,113개 필지, 57,492개 

사업체에 대한 필지단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초블럭단위(1,804개)의 산업실태 

DB(5개부문 33개 항목)를 구축하였다. 

‑ 산업실태조사 DB는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종합발전계획 재정비(5년 단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생태계가 집적된 지역은 지역산업생태계를 조사하여 해당 산업생태계의 

특성, 수직적·수평적 연계고리, 생태계의 취약부문 등을 파악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정책과 공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2> 준공업지역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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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그림 5-3> 준공업지역 권역별 전략산업

서울의 미래성장산업과 연계한 권역별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서울의 산업경제는 지난 60년간 제조업의 성장과 탈도시화, 제조업의 고도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창조경제와 기술 간의 융복합화, 그리고 

토착산업의 공생 도모 등 산업경제 흐름 속에 있다.

 서울시 산업경제정책 관련해서「2030 서울플랜」은 4대 공간관리방향 및 산업․
일자리 관련 핵심이슈 계획에서 권역별 자족기반 강화, 창조경제기반의 성장동력산업 

경쟁력 제고, 기존 산업집적지 활성화, 서울형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경제비전 2030」에서는 서울형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창조․혁신의 융복합경제, 

상생․지속의 공존경제, 리더십․협력의 글로벌 경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마곡, 

G밸리 등 20대 산업거점의 조성․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에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거점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집적지역의 생태계 지속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준공업지역의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경제비전 2030」, 

경제진흥본부의 서울시 유망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기존 산업거점들과 연계를 고려한 전략산업을 해당 권역별로 설정한다. 

 권역별로 선정되는 전략산업은 해당권역에서 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신산업거점 및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는 용적률 완화, 산업정책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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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착/영세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

지역별 선도/보호산업의 선정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임대산업공간의 확대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라 서울의 산업경제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은 여전히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기술서비스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산업 위주로 과도하게 편중된 서울의 산업구조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산업기반의 손실을 방지하고 제조업 혁신지원 등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인더스트리 4.0(독일), 산업재흥계획(일본), 리쇼어링 정책

(미국)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시 산업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집적된 준공업지역 

내 토착·영세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업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단위(행정동 단위)로 선도·보호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지역(산업)생활권계획에 공간적으로 표현하여 다양한 재생

사업 추진 시 해당산업들이 보전 및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대규모 재생사업 추진 시 영세·토착산업의 수용, 청년창업공간, 순환용 

임시작업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임대산업시설을 확충하고, 영세제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토착/영세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대책]

① 지역(산업)생활권별로 행정동 단위 선도/보호산업을 선정하고 보호 및 활성화 유도

‑ 산업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Industry Targeting Analysis 분석을 통해 선도/
보호사업 선정

‑ 지역(산업)생활권별 공간단위로 표현, 해당지역에서 재생사업추진 시 영세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 유도

② 임대산업시설 공급확대를 통한 저렴한 산업공간 확충

‑ 대규모 부지 재생사업 추진 시 별도 부지 또는 건축물로 임대산업시설 확보 유도

③ 노후영세제조업 밀집지역 재생 시 영세제조업 보호대책 마련 의무화 및 사전협의제 

‑ 산업생태계 집적지역의 생태계 취약고리 등을 선제적으로 조사,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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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계획적 입지

1  준공업지역의 
관리원칙 정립

<그림 5-6> 적정 재생단위

5.1 준공업지역 관리원칙

3) 종합적 공간관리체계에 기반한 재생과 활성화

준공업지역의 총량유지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의 유일한 산업공간 및 일자리 공간으로서 기여도가 높은 지역

이다. 준공업지역 내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서울시 일자리가 집적(전체의 

10.3%, 제조업 32.6%)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준공업지역의 역할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신 산업거점개발과 연계하여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유지(해제와 신규지정을 동시 추진)하면서 점진적 재편을 추진한다.

전략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준공업지역에 전략거점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략산업기능, 지역중심기능, 배후

지원기능 등이 복합된 거점지역을 육성하여 준공업지역의 경제활동이 생활권단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전략거점 육성지 요건] 

① 대상지 요건
 - 부지규모 : 1만㎡이상의 단일부지 또는 구역 
 - 노후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기준 준용
② 입지 요건
 - 접근성 : 역세권 접근성(반경 500m이내), 20m이상 도로 연접
 - 도시공간구조 육성측면 :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등 중심지 또는 중심지와 연계한 육성이 필요한 지역
 - 정책적 필요성(파급성) : 지역중심의 육성 필요 지역 또는 지역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

산업공간의 계획적 입지 유도

 산업의 산발적 입지가 가져올 지역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부지(1만㎡)는 수평적

으로 산업과 비산업의 공간적 분리를 실시하고 간선도로 등 도시축에 산업시설을 우선 

배치하여 산업시설 간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축을 형성한다.

 산업축 형성을 위한 산업공간의 계획적 입지 유도

 [산업축 형성] 간선도로변 산업공간 우선 배치

재생단위의 적정화

 중소규모의 다양한 재생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재생단위를 당초 1만㎡

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업과 주거기능을 입체적으로 복합하여 산업과 주거

기능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산업과 주거기능이 공생할 수 있는 개발단위면적 설정

 [최소 재생단위면적] 3,000㎡이상(종전 1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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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권단위의
   준공업지역 관리

<그림 5-7> 지역(산업)생활권의 구분 

지역단위의 관리 및 계획적인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도입

14개 지역(산업)생활권으로 관리

 준공업지역은 토지이용현황, 건축물의 용도, 노후도 등 측면에서 장소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다. 

‑ 산업단지, 주거산업혼재지, 주거기능밀집지 등이 분포하고 있고,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노후불량지, 대규모 공장이전지 등 계획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단순히 노후도 중심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실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2030 서울플랜」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과 연계된 지역(산업)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업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지역(산업)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플랜」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 중 준공업지역에 

대한 세부 계획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단지, 주거산업혼재지역, 주거기능밀집지역 

등 준공업지역 장소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재생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

리하게 된다.

‑ 지역(산업)생활권은 준공업지역 내 「2030 서울플랜」후속계획인 지역생활권 

경계를 기준으로 14개 생활권으로 구분한다.

 지역(산업)생활권계획은 생활권별 산업정책, 장소단위별 재생/관리방향, 지역

특화자원의 보전·활성화 방향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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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특성에 적합한 
재생유형 도입

지역개발의 유연성 확보, 위치적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재생유형 도입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재생유형을 도입하여, 위치적 특성과 지역잠재력을 반영하고, 재생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향상시킨다.

 준공업지역은 크게 주거산업혼재지역, 주거기능밀집지역, 산업단지로 유형화하며, 

그 특성에 따라 주거산업혼재지역 중 산업거점지역은 전략재생형, 그 외 주거산업

혼재지역은 산업재생형, 주거기능밀집지역은 주거재생형,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재생형을 

적용한다.  

① 전략재생형

+

② 산업재생형

+

③ 주거재생형

+

③산업단지재생형

주거산업혼재지역 내
산업거점지역

주거산업혼재지역
(공장비율 10%이상)

주거기능밀집지역
(공장비율 10%미만)

산업단지

<표 5-1> 재생유형 구분

구 분 내 용

전략재생형

[정    의]

 ∙ 준공업지역 내 전략 거점으로 전략산업기능, 지역중심기능, 직주근접 

주거기능 등 3개 이상 기능 복합

 ̵ 지역 내 전략거점으로 육성을 위해 블록단위 재생 권장 

 ̵ 용적률 완화 시 공공기여로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여 신산업 육성과 

영세사업자 지원

※(가칭)“준공업지역 활성화 자문단”자문 등 대상지를 결정하며, 지역

요건은 자문시 조정 가능

[지역요건]

 ∙ 주거산업혼재지역 중 산업거점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

 ① 대상지 요건

  - 부지규모 : 1만㎡이상의 단일부지 또는 구역 

  - 재생필요성(시급성)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기준 준용

 ② 입지 요건

  - 접근성 : 역세권 접근성(반경 500m이내), 20m이상 도로 연접

  - 도시공간구조 육성측면 : 도심, 광역중심, 지구중심 등 중심지 또는 중심지와 

연계한 육성이 필요한 지역

  - 정책적필요성(파급성) : 전략거점의 육성 필요 지역 또는 지역 활성화의 파급 

효과가 큰 지역

산업재생형

[정    의]

 ∙ 주거산업혼재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거와 산업의 공생 유도

   ̵ 부지규모, 공공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대규모 재생형, 중소규모 재생형, 

    공공지원 재생형으로 세분

[지역요건]

 ∙ 주거산업혼재지역(공장비율 10%이상)

  - 대규모 재생형 : 1만㎡이상인 구역 

  - 중소규모 재생형 : 3천 ~ 1만㎡미만인 구역 

  - 공공지원 재생형 : 공장비율 30%이상으로 시장이 산업활성화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구역 

<표 5-2> 재생유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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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주거재생형

[정    의]

 ∙ 공동주택 등 주거기능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직주근접형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생/관리

 ̵ 공동주택, 저층주거지로 구분하여 관리

[지역요건]

 ∙ 주거기능밀집지역 (공장비율 10%미만)

산업단지
재생형

[정    의]

 ∙ 준공후 20년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 산업단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생

[지역요건]

 ∙ 산업단지중 재생 필요지역

<표 5-2> 재생유형 내용(계속)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 수립 시 본 종합발전계획의 재생기준과 부합

하도록 한다. 재생유형은 대상지 특성에 따라 결정하며, 사업방식은 재생유형별 

제시된 사업방식 중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그림 5-8>
 전략재생형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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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재생형

<그림 5-9> 전략재생형 예시

5.1 준공업지역 관리원칙

4) 재생유형

 전략재생형은 준공업지역 내 전략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3개 이상 용도가 복합되는 

유형으로서, 전략산업기능, 지역중심기능, 직주근접 주거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재생유형이다. 공장비율에 따라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복합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법정용적률의 1.2배인 480% 범위 내에서 완화(지역파급효과가 큰 블럭단위 

통합재생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20%)가 가능하다.

 전략재생형은 신 산업거점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되며, 부지규모, 재생

필요성 등 대상지 요건과 접근성, 정책적 필요성 등 입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칭)‘준공업지역 활성화 자문단’ 자문을 통해 그 대상지를 결정한다. 

‑ 지역요건은 자문시 조정이 가능하다.

 준공업지역 내 전략재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단일부지 정비’에서‘블록

단위 통합재생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블록단위 통합된 재생방향에 따라 사업

단위로 공공 또는 민간의 자율적 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준공업지역의 복합산업공간으로서 역할수행을 위해서 전략유치시설을 부지 내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제외)의 30%이상 설치하여 전략적 거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전략유치시설은 전략산업시설과 지역중심시설로 구분되며, 전략산업시설은 각 

권역별로 설정된 전략산업을 기초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지역에 육성이 

필요한 전략산업이 부지 내 전체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제외)의 2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전략유치시설 중 지역중심시설은 도서관, 문화시설 등 지역생활에 중심이 되는 

시설로 부지내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제외)의 10%이상을 복합

개발부지에 확보하되, 산업부지에 입지 가능한 지역중심시설은 총량 1/2까지 

필요한 경우 산업부지에 확보할 수 있다.

‑ 산업부지에는 전략산업시설과 더불어 산업부지에 입지 가능한 업무시설, 지식

산업센터 등의 산업시설을 배치하여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복합개발부지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210%에서 허용용적률 380%로 완화되는 

용적률 중 150%의 1/2은 임대산업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임대

산업시설을 산업부지 내 건축물과 토지로 제공토록 하고 공공에서 신산업 및 영

세사업자 등에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임대산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대산업시설 대신 공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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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생형

<그림 5-10> 대규모 재생형

<그림 5-12> 공공지원 재생형

<그림 5-11> 중소규모 재생형

 산업재생형은 주거산업혼재지역의 주거와 산업기능 공생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

으로서 해당지역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재생형, 중소규모 재생형, 공공

지원 재생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대규모 재생형은 부지규모가 1만㎡이상의 산업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 

산업과 주거기능이 계획적으로 입지될 수 있도록 공장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의 

산업부지과 공동주택부지를 수평적으로 구분하여 재생하는 방식이다.

‑ 대규모 재생형은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간선도로 등의 도시축을 중심으로 

산업부지의 우선 배치를 권장하고, 산업부지의 용적률은 공동주택부지 용적률 

이상으로 한다.

‑ 또한 장기전세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경우, 공동주택부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때의 임대산업시설 건축물은 공공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지는 공공에 귀속된다.

 중소규모 재생형은 부지규모가 3천㎡이상 1만㎡미만의 부지를 대상으로 주거산

업혼재지역에서 산업과 주거기능의 공생을 위해 공장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의 

산업부지를 바닥면적 합계로 전환하여 산업시설과 비산업시설(공동주택 등)이 

수직적으로 복합하여 재생하는 방식이다.

‑ 당초는 준공업지역에 주거시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이 조금

이라도 포함될 경우는 용적률 250%이하를 적용받았지만,

‑ 중소규모 재생형의 산업복합건물은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비율(30~90%)에 따라 

용적률을 250~400%까지 차등 적용한다. 주거와 산업시설의 건축물 단위 수직적 

복합을 위해서 산업시설은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등을 허용

하고 산업시설 외의 시설은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공동주택 등을 허용한다.

 공공지원 재생형은 기존 산업이 집적화되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공장비율 30%이상)에 적용되는 유형으로 산업기능 유지를 위해 대규모 개발은 

지양한다. 또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공공의 

지원을 확대하고, 통합재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필지 정형화를 통해 산업지역의 

환경정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공지원 재생형은 필요한 경우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권장산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400%)의 1.2배까지 완화하고 법인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으로 산업의 육성과 점진적 산업구조 변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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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재생형

4 산업단지 재생형

<그림 5-13> 주거재생형 예시

 주거재생형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지역으로 준공업지역 내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이다. 주거기능밀집지역은 기존 공동주택, 저층 주거지로 

구분되며,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재생방식을 

적용하여 준공업지역 내 직주근접형의 주거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 기존 공동주택단지는 해당 공동주택의 노후도, 지역여건 등에 따라 주택재

건축사업,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을 적용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계획기준은 관련 기본계획 등을 따른다.

‑ 저층 주거지는 지역여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

사업, 건축협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 저층 주거지의 계획기준 또한 관련 기본계획 등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 입지여건

(저층/중층/고층특성지)에 따라 높이를 차등관리(저층특성지 7층이하, 중층

특성지 15층이하, 고층특성지 층수제한 없음;지역특성에 따라 변경가능)한다. 

 주거기능밀집지역 내 역세권에 직주근접형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서 사업부지 전체에 

기숙사, 임대주택을 건축 시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3년간 한시)한다.

‑ 기숙사는 기숙사만 건축 시에만 적용하고, 임대주택은 관련 법률에 따른 용도 복합은 

허용한다.

‑ 또한 주거지 수준의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 악취, 소음, 빛공해에 따른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발생원인별 맞춤형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산업단지 재생형은 산업단지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후된 산업단지의 

재생과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형이다. 서울시에 소재한 국가산업단지 1개소

(G밸리), 일반산업단지 2개소(마곡, 온수)중에서 G밸리, 온수산업단지가 대상이 된다.

 G밸리는 기업유출방지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산업혁신 및 근로자 

지원 거점을 확보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머무르고 활동할 수 있는 특화가로 및 

교류공간을 조성하여 서울형 창조경제 중심의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온수산업단지는 영세한 기계금속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토착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산업정책과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앵커시설 조성과 필지단위의 점진적 재생을 통해서 제조업기반의 기술 융합형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업단지 재생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개발계획/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재생계획 등에 따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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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대상 및 구성

1  지침의 목적 및 역할

5.2 준공업지역 관리지침

1) 관리지침의 역할과 적용범위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준공업지역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

 준공업지역 재생 시 재생유형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밀도계획, 용도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준공업지역이 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재생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본 관리지침의 목적은 준공업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사업에 대해서 준공업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재생방향의 제시이다. 이는 지역의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공공공간의 확충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재생유형별로 맞춤형의 가이드라인 운영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능이 종합적으로 재생되고 있으나, 준공업

지역은 대규모 부지를 중심으로 주거용도와 지식산업센터 위주로만 개발되어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생유형(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 재생형)별로 맞춤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복합산업공간으로 준공업지역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한다.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에 적용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재생사업에 지침적용

 준공업지역 재생 시 재생유형별로 적용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가로

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건축협정 등에 본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관리지침은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역의 산업, 환경, 위치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관리지침의 구성

 관리지침은 공장의 정의 및 재생유형 구분,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 등 재생유형별 관리지침과 산업문화유산 보전, 산업유통시설 

재생·관리 등의 기타사항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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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및 공장이적지
   정의 

5.2 준공업지역 관리지침

2) 공장의 정의 및 재생유형 구분

지역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구분와 재생유형 적용

공장비율 등 지역특성에 따른 준공업지역의 구분 ⇒ 주거산업혼재지역/주거기능밀집지역/산업단지

 주거와 산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공장비율 10%이상), 주거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공장비율 10%미만), 산업단지로 지역특성에 따라 준공업지역을 구분한다.

 공장비율에 따른 준공업지역 구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장과 공장이적지를 

정의한다.

공장과 공장이적지의 정의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공동주택개발을 제어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35조, 제55조, 별표2 규정에 따라 공장부지

(이적지 포함)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례 제35조는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에 관한 규정이고, 

조례 제55조는 준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용도 등에 따른 용적률 기준이며, 별표2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 시 공장의 범위, 

산업부지 확보비율, 산업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다. 

 산업부지 확보비율 산정 시에는 2008.1.31을 기준으로 공장 및 공장이적지를 

판단하며, 이는 2008.1.31 공장총량을 기준으로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공장의 범위] _ 도시계획조례 별표 2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장
나.「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20호 바목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 
다.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공장의 정의 : 일반적 기준(도시계획조례 제35조)]
별표2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로 계획입안(주민공람)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점에 
건축물대장, 과세대상 등 공부상 공장

[공장의 정의 : 산업부지 비율 산정시(도시계획조례 별표2)]
별표2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로 2008.1.31기준으로 공부상 공장

[공장이적지의 정의 : 도시계획조례 제35조, 별표2]
별표2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로 2008.1.31기준으로 공부상 공장이었지만 
계획입안(주민공람)시점에 공장의 이전 또는 용도 변경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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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유형의 구분 

공장비율 산정방식

 공장비율은 도시계획조례 별표2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정비공장, 지목 상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한 대지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용도별 

바닥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공장부지 면적을 계산한다.

[공장비율의 산정]

가. 공장면적(A) =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 공장부지의 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공장'   
 ※ 등록공장은 공장등록대장, 기타는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공부상 기입된 면적 기준

나. 공장면적(B) = [(공장 바닥면적 합계 ÷ 전체 건축물바닥면적 합계) × 1필지 대지면적]
    - 1개 건축물에 공장이 타용도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 구역내 공장면적 = ∑A + ∑B

공장비율  구역면적  국공유지면적
    

× 

 ※ 국공유지 : 토지대장상 국공유지

지역의 위치적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재생유형 적용  

  ⇒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 재생형

 준공업지역 재생 시 입지특성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재생유형을 적용하고,  

그 특성에 맞는 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전략재생형 

‑ 전략재생형은 산업거점지역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한다. 

‑ 부지규모, 재생필요성 등 대상지요건과 접근성, 정책적 필요성 등 입지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전략유치시설과 임대산업시설 확보 

등을 통해 산업육성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유형이다.

‑ 전략재생형은 입지요건에 충족되는 지역에 적용하며, 공공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가칭)준공업지역 활성화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서 대상지를 결정한다.

 산업재생형 

‑ 산업재생형은 주거산업혼재지역의 주거와 산업의 공생을 위해 사업부지의 규모와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대규모 재생형, 중소규모 재생형, 공공지원 재생형으로 

구분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거와 산업기능의 수평적 또는 입체적 

분리를 통해 입지용도가 조화 및 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지원 재생형은 주거산업혼재지역 중에 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환경개선 및 

기존 산업의 점진적 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도시형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규모 단위의 재생을 권장한다.

‑ 이와 함께 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을 지정하여 공공지원을 

통해 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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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재생형 

‑ 주거재생형은 주거기능밀집지역에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과 저층주거지로 구분

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재생사업 방식과 기준을 적용한다. 

 산업단지 재생형 

‑ 산업단지 재생형은 노후화되어 재생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산업단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추진한다.

구 분 내 용

전략재생형

[정    의]

 ∙ 준공업지역 내 전략적 거점으로 전략산업, 지역중심, 직주근접 주거기능 등 3개이상 기능이 복합되는 유형

  - 지역 내 전략거점으로 육성을 위해 블록단위 재생추진 

  - 용적률 완화 시 공공기여로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여 산업 육성 및 영세사업자 지원

※ 대상지 결정 시“(가칭)준공업지역 활성화 자문단”자문을 통하여 대상지 결정

[지역요건]

 ∙ 주거산업혼재지역 중 산업거점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

 ① 대상지 요건

  - 부지규모 : 1만㎡이상의 단일부지 또는 구역 

  - 재생필요성(시급성)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기준 준용

 ② 입지 요건

  - 접근성 : 역세권 접근성(반경 500m이내), 20m이상 도로 연접

  - 도시공간구조 육성측면 : 도심, 광역중심, 지구중심 등 중심지 또는 중심지와 연계한 육성이 필요한 지역

  - 정책적 필요성(파급성) : 전략거점의 육성 필요 지역 또는 지역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

산업재생형

[정    의]

 ∙ 주거산업혼재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정책), 근무환경 개선(근로자)과 주거환경개선(주민)을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주거와 산업의 

공생을 위한 유형

  - 부지규모, 공공의 지원필요성에 따라 대규모 재생형, 중소규모 재생형, 공공지원 재생형으로 세분

[지역요건]

 ∙ 주거산업혼재지역(공장비율 10%이상)

  - 대규모 재생형 : 1만㎡이상인 구역 

  - 중소규모 재생형 : 3천 ~ 1만㎡미만인 구역 

  - 공공지원 재생형 : 공장비율 30%이상으로 시장이 산업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주거재생형

[정    의]

 ∙ 기존 공동주택 등 주거기능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

  - 직주근접형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생/관리

  - 기존 공동주택, 저층주거지로 구분하여 관리

[지역요건]

 ∙ 주거기능밀집지역(공장비율 10%미만)

산업단지

재생형

[정    의]

 ∙ 준공후 20년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형

  - 산업단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생

[지역요건]

 ∙ 산업단지 중 재생필요지역

<표 5-3> 재생유형 정의 및 지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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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등 전략적 거점육성 필요지역]

‣
[전략재생형]
∙ 산업부지
  - 용도 : 지식산업센터,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복합개발부지
  - 용도 : 공동주택, 업무,
    전시장, 문화시설 등
∙ 공공기여
  - 기반시설 순부담 10%
  - 임대산업시설 확보

[주공혼재지]

‣
[산업재생형]
∙ 산업부지/시설
  - 용도 : 지식산업센터,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 재생형은 공장 제외)
∙ 공동주택부지/시설
∙ 공공기여
  - 기반시설 순부담 10%
  - 장기전세주택, 임대산업시설
    (선택적)

[주거기능밀집지역]

‣ [주거재생형]
∙ 공동주택부지, 저층주거지로 구분
∙ 지역특성에 따른 정비방식 결정

<그림 5-14> 재생유형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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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 

5.2 준공업지역 관리지침

3) 전략재생형

블록단위 통합적 재생 및 전략유치시설의 계획적 배치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블록단위 재생 및 지역중심기능의 강화

 역세권에 인접해 있고 폭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등 지역중심역할이 요구

되는 주거산업혼재지역이나 공장이전지 등의 경우, 전략산업시설, 지역중심시설, 

직주근접형 주거시설 등이 복합되도록 한다.

 전략적 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블록단위 재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재생의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블록단위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공 또는 민간의 제안을 통해 블록단위

의 종합적 재생계획을 우선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구역별 재생사업도 추진이 가능하다. 

 토지이용은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따라서 산업부지, 복합개발부지, 임대산업

시설부지(시설로도 제공 가능), 기반시설을 계획한다.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략산업시설과 지역중심시설을 포함한 전략유치시설을 

확보하며,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적정위치에 적정규모로 위치하도록 한다.

‑ 복합개발부지의 용적률은 공공기여를 통해 480% 이하로 하되, 지역의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블록단위 재생 시(위원회 심의 시 인정되는 경우)는 

52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전략재생형 대상지는 산업거점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가칭)준공업지역 활성화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결정한다.

[준공업지역 전략유치시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14 및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을 선정하며 전략산업시설과 지역중심시설로 구분

전략산업시설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각 권역별로 설정된 전략산업을 기초로 관련부서

(경제진흥본부 등)협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지역중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에 한함), 전시장, 공연장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는 제외하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가능)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복지시설
∘ 기타 지역에 필요한 전략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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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산업시설 우선계획

<그림 5-16> 
산업지원시설 연계배치 개념

2  기반시설계획 

계획적 산업시설의 확보

준공업지역 산업기반의 유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산업시설 확보

 서울의 산업기능은 수도권 전역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차원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의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서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구조 및 공간구조 체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장(이적지 포함)을 개발하는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의거 

공장비율(10~50%)에 따라 산업시설(10~50%)을 확보한다.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준공업지역을 재생하는 경우 서울의 미래 산업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사업 시행 시 산업시설을 우선 계획하도록 한다.

‑ 산업시설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지하철역 등과 근접하여 위치하도록 권장하며, 

산업시설이 적정규모로 위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획지로 계획한다. 

‑ 확보된 산업시설은 가능한 산업시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근접한 

산업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계획적 산업지원시설의 확보

산업시설을 우선 계획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상업시설 등 계획

 산업지원시설은 산업부지 내 산업시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시설과 복합

개발부지의 지역중심시설, 직주근접형 주거시설 등의 지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부지 내 지원시설은 산업시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외 복합개발부지의 지원시설은 산업시설과 조화롭게 이면 

또는 인접부에 배치를 권장한다.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기반시설계획 수립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한다.

‑ 특히 공원 및 녹지 등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한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기반

시설 설치에 있어 기존 공장시설을 이용한 문화시설이나 기존 녹지체계와 연계한 

공원․녹지 확보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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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지역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 분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용도나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산업부지와 

복합개발부지간의 완충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시설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순부담 10%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가 불필요한 경우 임대산업시설 등 다른 공공기여로 대체할 수 있다.

‑ 산업부지 내 건축물로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임대산업시설부지의 가액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토지지분을 인수자에게 처분(무상양여)하여야 함. 이 때의 

토지지분은 ‘순부담’에 미포함하고, 상한용적률 산정시에도 미포함한다. 

[기반시설 순부담] 

사유토지(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무상양여된 경우는 제외)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의미

순부담률  사업구역면적국공유지면적기존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면적국공유지면적기존기반시설

× 

  ※ 국공유지(기존 기반시설)

‑ 포함: 도시계획시설 내 국공유지, 현황기반시설인 국공유지

‑ 제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산업)생활권 계획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

생활권단위의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한 적정 기반시설의 확보

 생활권단위로 주변지역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한다.

‑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인 권역/지역생활권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지역생활권

계획의 기반시설계획에 따라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한다.

[인접지역 연계 공공시설계획]

∙ 주변의 공공시설과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대상지의 공공시설
계획

[예] 개발대상지에 인접해 학교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 학교와 공원을 연계하는 
공원축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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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단위계획 

4  밀도계획 

[공공시설 공동부담]

∙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형공원 
및 도로개설 등 사업단위별공
공시설 공동부담

  
[예] 계획대상지 안 근대공장 
위치로 이를 공원화
→ 하나의 계획구역의 분할시행
구역에서 순부담의 범위 안에서 
공원 공동분담

<그림 5-17> 기반시설 확보방안

전략재생형 특성을 고려한 재생단위의 설정

지역의 거점적 재생추진을 위한 적정재생단위 설정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이를 지원하는 주거, 업무, 상업 등이 복합될 수 있는 

복합산업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단지, 주거산업혼재지역, 주거기능밀집

지역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단일 공장부지, 중소규모의 공장부지가 

밀집된 지역 등 다양한 장소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소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재생유형 적용과 계획적 제어가 가능한 적정 규모의 재생단위 설정이 

필요하다. 

 전략재생형은 최소 재생단위를 1만㎡이상으로 설정하여 산업부지과 복합개발

부지가 적정하게 확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하나의 사업단위가 2개 이상의 

재생유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최소 재생단위 면적 이상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신 산업육성과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블록단위의 

통합재생을 유도한다. 

산업시설의 적정 확보를 위한 산업시설의 밀도계획

산업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의 용적률 400%(허용용적률) 적용

 상한용적률은 조례 규정에 따라 적용하되, 과도한 고밀개발의 문제 등을 방지하고 

산업부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의 계획 수립 

시 별도의 기준용적률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산업문화유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허용·상한용적률의 3단계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고, 산업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허용용적률 항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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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
산업문화유산 보전 필요시 350% 적용원칙
(단, 보전방식 및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허용용적률 400% 이하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적용

<표 5-4> 전략재생형의 산업부지 용적률

공장비율에 의해 확보된 산업부지의 최소개발규모는 주거시설 용적률 이상 배치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라 산업부지를 복합개발부지보다 늦게 정비할 수 없으며, 

복합개발부지의 주거시설(공동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포함) 

용적률 이상으로 산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전략재생형의 산업부지 용적률 적용기준] 

산업부지의 용적률은 복합개발부지의 주거시설 용적률 이상 적용

- 주거시설 : 공동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 산업부지 용적률은 건축물로 확보되는 임대산업시설을 포함함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개발부지의 밀도계획

복합개발부지는 전략유치시설과 임대산업시설 유치시 상한용적률 480%(520%) 적용

 복합개발부지는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등의 지역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주거시설 외 산업지원 및 지역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략유치시설을 배치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략유치시설은 부지 내 전체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면적 제외)의 30% 

이상을 확보하되, 전략산업시설 20%, 지역중심시설 10%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지역여건, 산업입지 특성 등에 따라 개별시설 설치비율 1/2 범위 내에서 위원

회 심의를 통해 상호조정이 가능하다.

 전략산업시설은 권역별로 설정된 전략산업으로서 관련부서(경제진흥본부 등) 

협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지에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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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중심시설은 지역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복합개발부지에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부지 내 입지 가능한 용도인 경우는 총량의 1/2범위까지 

산업부지에도 확보할 수 있다. 

 복합개발부지에 임대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5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며, 완화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최대 75%)은 임대산업시설부지 

또는 산업부지 내 임대산업시설(토지지분 포함된 건축물)로 확보한다. 

 이 때, 복합개발부지의 기준용적률은 210%로 하며, 허용용적률은 임대산업시설의 

인센티브와 우수디자인 등의 인센티브를 합해 380%이하로 한다.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480%까지 허용

하며, 지역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블록단위 재생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5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380%

[허용용적률의 산출]

1) 임대산업시설 설치 : 150%

   ̵ 임대산업시설 중 75%는 부지 또는

    건축물(산업부지)로 확보

   ̵ 나머지 75% 인센티브

2) 우수디자인 등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선택항목 적용 시 : 20%

상한용적률 480%
∘ 지역의 파급효과가 큰 블록단위 통합 재생시

  520%까지 추가 완화 가능

<표 5-5> 전략재생형의 복합개발부지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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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센티브(용적률)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물인증

최우수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8%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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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선택항목

<그림 5-18> 전략재생형 밀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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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도 및 배치계획 산업부지 : 복합적 산업시설 입지 및 지역재생 유도

미래형 신산업, 도시형 제조업 등 산업기능과 교육․문화․여가․지원기능 복합 유도

 준공업지역이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생산자서비스와 사업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지의 권장시설을 설정하여 제조업의 지원과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산업시설과 더불어 교육과 여가, 지원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업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면적 

제외)의 30% 이내, 그 중 기숙사는 전체 지원시설의 1/3이내까지 허용한다.

[산업부지 설치가능 용도] 

① 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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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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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업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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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관련은 제외), 라목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원격교습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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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설만 해당), 제7호나목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대규모 판매시설은 제외, 

해당 산업시설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는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1/3이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물류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제18호라목 집배송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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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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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하는 상점

으로서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1/10이하인 시설)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지원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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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지 조성 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이행

 산업시설의 계획적 배치, 기존 제조업의 입지 등을 위해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산업부지 계획수립 시 경제진흥본부 등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이행한다.

 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전에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산업시설의 배치와 규모,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실시한다.

복합개발부지 : 지역중심시설 적극 유치로 지역발전 견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전략적으로 입지될 수 있도록 용도계획

 복합개발부지는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전략유치

시설을 배치하며. 전략유치시설은 부지 내 전체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면적 제외)의 30%이상을 확보하되, 전략산업시설 20%, 지역중심시설 10%이상 

유치한다.

 전략산업시설은 권역별로 설정된 전략산업으로서 관련부서(경제진흥본부 등) 협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산업을 확보한다.

 지역중심시설은 지역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복합개발부지에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부지 내 입지 가능한 용도인 경우는 총량의 1/2범위까지 산업부지에도 확보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 전략유치시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4 및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을 선정하며 전략산업시설과 지역중심시설로 구분

전략산업시설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각 권역별로 설정된 전략산업을 기초로 관련부서

(경제진흥본부 등)협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지역중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에 한함), 전시장, 공연장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는 제외하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가능)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복지시설
∘ 기타 지역에 필요한 전략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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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기여계획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임대산업시설 확충 

별도부지 또는 건축물 제공 등 임대산업시설 확보방식의 다양화

 전략재생형은 복합개발부지의 완화용적률 최대 150%의 1/2인 75%를 임대산업

시설부지 또는 산업부지 내 건축물(토지지분 포함)로 확보하여 영세 제조업 지원과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대산업시설을 별도의 부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용적률(75%)을 복합개발부지의 

허용용적률로 나눈 비율에 복합개발부지의 면적을 곱해 토지면적으로 계산하여 

공공기여 한다.

‑ 확보된 임대산업시설부지는 기반시설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에 우선 반영한 후 

잔여 부지를 복합개발부지와 산업부지로 구분한다.

‑ 임대산업시설을 산업부지 내 건축물(토지지분 포함)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용적률(75%)을 복합개발부지의 허용용적률로 나눈 비율에 복합개발부지의 

면적을 곱해 토지면적으로 계산하고, 산출된 토지면적을 부지가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표준건축비로 나눠 임대산업시설 연면적을 산출한다. 세부적인 방법은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공되는 임대산업시설은 공공에서 임대산업시설을 공급/관리하여 청년창업공간, 

영세산업 보호, 순환적 재생사업의 임시수용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그림 5-19> 임대산업시설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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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재생형 토지 제공방식의 임대산업시설 공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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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이용계획

   ① 기반시설 10% 순부담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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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밀도계획

   ① 허용용적률 380%

      (임대산업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150%, 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 20%)

   ② 상한용적률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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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중 19.74%의 지분면적 :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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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비율에 따라 복합개발부지와 산업부지로 구분한다.

5)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 1,111㎡, 임대산업시설 부지 987㎡

                 사업부지 9,013㎡(산업부지 4,506.5㎡+복합개발부지 4,506.5㎡)

[전략재생형 건축물 제공방식의 임대산업시설 공급(예)]

1) 사업여건, 토지이용계획, 밀도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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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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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 수 있을 경우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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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가 X 부지가액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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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산업시설부지의 가액 전체를 건축물로 기부채납하고,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지분을 추

가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토지지분은 ‘순부담’에 포함 가능하고, 상한용적률 산정

시는 미포함
 

4)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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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지내 건축물로 임대산업시설(건축물 + 토지지분 포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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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방식/절차이행

영세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의 산업대책 마련

 노후 영세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일어나는 경우, 기존 영세 제조업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

 따라서 정비계획 등 계획수립 시 확보되는 산업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임대형 시설 보급 여부, 또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산업시설과 연동하여 시설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기존 산업의 보호대책(예)] 

1) 해당 사업부지에서 확보․설치된 산업공간에 기존 산업의 ○○% 입지 확보

2) 공공에서 건립하는 임대산업시설과 연계하여 기존 산업의 ○○% 재입지계획 수립

3) 1)과 2)를 고려한 사업시기 조정

전략재생형 특성에 적합한 사업방식과 절차 적용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

 전략재생형은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적용할 수 있고, 

입지특성 등에 따라 지정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사업추진주체의 판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전략재생형으로 지정되는 경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하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분 사업방식 비고

전략재생형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표 5-7> 전략재생형 사업방식

전략재생형은 공공 또는 민간의 제안을 통해 대상지역과 사업방식 결정

 전략재생형은 준공업지역 내 전략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재생유형으로 부지규모, 

접근성, 재생필요성 등 입지요건,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결정한다.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주체(공공, 민간)는 개략 개발계획(안)을 

포함한 제안을 하고, 자치구 및 관련부서의 협의·검토,‘(가칭)준공업지역 

활성화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선정여부, 사업구역, 사업방식을 결정한다. 

 전략재생형 대상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주체가 사업방식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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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전략재생형 지정절차

산업부지 조성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사전협의 이후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수립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한다.

 주민공람 전에 관련부서(경제진흥본부 등) 의견을 듣도록 한다.

‑ 산업부문에 대한 기존 산업의 분포와 특성분석, 산업육성방안, 기존 산업시설에 

대한 대책, 산업시설의 배치와 규모, 산업시설의 운영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부지 조성방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관련부서는 14일 이내 산업부지 조성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한다.

 산업부지의 활용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임대산업시설의 배치, 용적률계획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이 후 주민공람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계획을 결정

한다.

[산업부지 조성방안 검토내용] 

1) 관련부서 협의내용

   ① 기존 산업의 분포와 특성분석

   ② 산업육성방안 및 기존 산업시설에 대한 대책

   ③ 산업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④ 산업시설의 운영방안

   ⑤ 기타 산업시설에 필요한 사항

2) 제출시기 및 제출처 

   ① 제출시기 :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제안 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② 제 출 처 : 관련부서는 14일 이내 검토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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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재생형]

① 대상지 여건 : 산업육성 및 지역중심기능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

② 재생방향

 전략산업, 지역중심시설, 직주근접형 주거 등 3개 이상 용도가 복합된 복합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산업거점/일자리거점, 지역중심지역으로 재생

③ 산업부지

 용도/배치 및 형태

  가) 서울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략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산업전시 및 컨벤션 등을 배치하여 산업거점 공간 조성

  나) 복합개발 시 제공되는 임대산업시설을 활용하여 토착/영세산업 등을 지원하고,  

산업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은 저층부 배치

  다) 전략산업 : 전략재생형 부지 내 전체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20%이상 (주차장 면적 제외)

 용적률 : 복합개발부지내 주거시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포함) 용적률 이상

④ 복합개발부지

 용도/배치 및 형태

  가) 문화/여가 등 지역중심시설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공간에 배치 

나) 지역중심시설 : 전략재생형 부지 내 전체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10%이상

                 (주차장 면적 제외), 산업부지내 허용용도는 1/2까지 산업부지에 배치 가능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210/380/480%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블럭단위 재생 시 520%까지 완화 가능)

⑤ 공공기여계획

 임대산업시설의 설치

  가) 복합개발부지의 용적률 380% 완화 시 증가된 용적률 1/2에 대해 임대산업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산업부지내 건축물(토지지분 포함) 제공

  나) 임대산업시설부지는 토지이용계획에 먼저 반영한 후, 나머지 사업부지를 공장

     비율에 따라 복합개발부지와 산업부지로 구분

 기반시설의 제공 : 순부담 10%이상

  가) 지역여건에 따라 기반시설과 임대산업시설 설치 면적의 상호 교환 가능 

⑥ 사업방식 :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전략재생형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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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

5.2 준공업지역 관리지침

4) 산업재생형

준공업지역 산업기반의 유지 및 질적향상을 위한 산업시설 확보

조례에 따라 적정 산업부지(시설)의 확보

 도시계획조례 제35조 및 별표2에 따라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발을 하는 산업재생형의 경우 공장비율에 따라서 산업부지(10~50%)를 확보한다.

 3천~1만㎡미만의 중소규모 재생형 적용(산업복합건물 건축)시는 산업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비율은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토지이용은 산업부지,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로 계획한다.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확보되는 산업시설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산업기능의 활성화가 

용이한 형태로 우선적으로 계획한다.

‑ 1만㎡이상 대규모 재생형의 산업부지 내 산업시설은 주요 도로변이나 지하철 등과 

근접하게 위치하도록 권장하며, 산업시설이 적정규모로 위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획지로 계획한다.

‑ 3천~1만㎡미만의 중소규모 재생형은 입체적 기능복합을 허용하되, 산업시설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층부에 위치를 권장한다. 

‑ 확보된 산업시설은 산업시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접한 

산업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계획적 산업지원시설의 확보

산업시설을 우선 계획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시설 등 계획

 산업지원시설은 산업부지 내 산업시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시설과 그 

외 공동주택부지 내 직주근접형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부지 내 지원시설은 산업시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부지 내 지원시설은 산업시설과 조화롭게 이면 또는 

인접부에 배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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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계획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기반시설계획 수립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 공원 및 녹지 등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한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기존 공장시설을 이용한 문화시설이나 기존 녹지체계와 연계한 

공원․녹지 확보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가 배치되는 경우 기반시설을 통해 시설 간 완충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시설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순부담 1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기반시설 순부담] 

사유토지(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 채납하는 것을 의미

순부담률  사업구역면적국공유지면적기존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면적국공유지면적기존기반시설

× 

  ※ 국공유지(기존 기반시설)
‑ 포함: 도시계획시설 내 국공유지, 현황기반시설인 국공유지

‑ 제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산업)생활권 계획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

생활권단위의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한 적정 기반시설의 확보

 생활권단위로 주변지역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인 권역·지역생활권계획이 수립되면 지역

생활권계획의 기반시설계획을 고려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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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단위계획

4  밀도계획

산업재생형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재생단위의 설정

대규모 재생형, 중소규모 재생형 등 세부유형별로 맞춤형 최소재생단위 설정

 산업재생형 중 대규모 재생형은 최소재생단위를 1만㎡이상으로 설정하여 산업

시설과 주거시설이 적정하게 확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하나의 사업단위가 

2개 이상의 재생유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최소재생단위면적 이상을 적용하도록 

한다.

 중소규모 재생형은 공장비율 10%이상인 준공업지역의 평균 필지면적(약 700㎡)을 

고려하여 지나친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재생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3천㎡~1만㎡미만으로 설정하되, 규모기준 충족을 위한 

부정형의 지구계 설정이나 사업구역 분할은 제한한다. 

 공공지원 재생형은 산업 활동이 활발한 산업집적지(공장비율 30%이상)에 적용하고, 

기존 산업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규모 철거형 사업을 지양하고, 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산업지원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산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소규모 재생단위로 지역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내 용

대규모 재생형  ∙ 1만㎡이상

중소규모 재생형  ∙ 3천㎡이상 ~ 1만㎡미만

공공지원 재생형  ∙ 공장비율 30%이상으로 시장이 산업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표 5-8> 산업재생형의 재생유형별 최소재생단위 기준

산업시설의 적정 확보를 위한 산업시설의 밀도계획

산업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지의 용적률 400%(허용용적률) 이하 적용

 상한용적률은 조례 규정에 따라 적용하되, 과도한 밀도개발의 문제 등을 방지하고 

산업부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계획 수립 

시 별도의 기준용적률을 설정하도록 한다.

 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적정 규모의 산업시설 확보를 위하여 산업부지의 용적률은 

장기전세주택 설치 등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을 제외한 공동주택부지의 용적률 

이상으로 한다.

 특히 산업문화유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허용·상한용적률 3단계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고, 산업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허용용적률 항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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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
산업문화유산 보전 필요시 350% 적용원칙
(단, 보전방식 및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허용용적률 400%이하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적용

<표 5-9> 대규모 재생형의 산업부지 용적률

주거와 산업의 수직적 복합을 위한 산업복합건축 허용

 중소규모(3천㎡~1만㎡미만) 산업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 바닥면적 합계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30~90%)에 따라 용적률을 250~400%까지 차등

하여 적용한다.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는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따른 해당부지의 공장비율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산업부지를 산업시설 바닥면적으로 환산한 비율에 해당하는 구간의 

용적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업시설 비율이 높은 구간의 적용도 가능하다. 

구분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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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250%
이하

270%
이하

290%
이하

310%
이하

330%
이하

350%
이하

370%
이하

400%
이하

[중소규모 재생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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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0> 중소규모 재생형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완화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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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산업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용적률 기준 적용

 산업 활동이 활발하고 집적된 지역의 경우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산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권장

업종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완화할 수 있다. 완화되는 

용적률은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용적률 산정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적률 적용기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고시된 권장업종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제외)의 비율에 따라서 1.2배 이내에서 용적률을 차등 적용

- 권장업종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제외)가 20~50%이상인 경우 비율에 따라 완화

   용적률을 차등 적용 

구분 50%이상 40~50% 30~40% 20~30%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완화

480% 460% 440% 420%

   출처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참고

 
- 상한용적률 산정 방법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1) X 1.3 X α

α: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주1) 권장업종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을 제외한 허용용적률 

공장비율에 의해 확보된 산업부지의 최소개발규모는 공동주택부지 용적률 이상 적용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라 산업부지를 공동주택부지보다 늦게 정비할 수 없으며,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임대주택의 설치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공

동주택부지내 ‘주거시설’의 용적률 이상으로 하며, 산업부지를 공동주택부지보다 

늦게 정비(착공 및 준공)할 수 없다. 

[산업재생형의 산업부지 용적률 적용기준]

산업부지의 용적률은 공동주택부지내 ‘주거시설’의 용적률 이상 확보

- 산업부지 용적률에 건축물로 확보되는 임대산업시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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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건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밀도계획

공동주택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련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계획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련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 유형」의 용적률 계획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용적률에서 허용용적률에 이르는 인센티브 용적률 20%는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선택항목을 적용한다.

 3천~1만㎡미만의 중소규모 재생형 부지의 공동주택은 산업복합건물(산업용도

용적제)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한다.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210%이하

허용용적률 230%(280%)이하
[인센티브]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선택항목 적용

상한용적률 250%(300%)이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 가능

※ 관련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 ( )안은 장기전세주택, 임대산업시설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표 5-11> 대규모 재생형의 공동주택부지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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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2>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선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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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내 서민주거 안정, 영세산업 보호를 위한 공간마련

 1만㎡이상 대규모 재생형은 서민주거안정과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서 장기전세

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도입한다.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이하의 범위 내에서 50% 용적률의 1/2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한다.

 장기전세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공동

주택의 용적률을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50% 용적률의 1/2을 민간임대주택

으로 공급하며 민간임대주택 용적률(25%이하)과 동일한 임대산업시설 용적률(25%

이하)을 산업부지 내 건축물(토지지분 포함)로 확보한다. 

 산업부지에 건축물(토지지분 포함)로 임대산업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인수자가 매입하고 토지지분은 인수자에게 무상양여 

(순부담에 포함가능하며 상한용적률 산정시는 미포함)한다.

<그림 5-21> 산업재생형 밀도계획



176

5  용도 및 배치계획 산업부지 : 복합적 산업시설 입지 및 지역재생 유도

미래형 신산업, 도시형 제조업 등 산업기능과 교육․문화․여가․지원기능 복합 유도

 준공업지역이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생산자서비스와 사업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지의 권장시설을 설정하여 제조업의 지원과 신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산업시설과 더불어 교육과 여가, 지원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업지원시설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4 제2항

에서 규정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면적 제외)의 30% 이내, 그 중 기숙사는 전체 지원시설의 1/3이내까지 허용한다.

[산업부지 설치가능 용도] 

① 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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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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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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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② 산업지원시설

  ∘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산업시설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

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각각은 전체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3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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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및 정비 관련은 제외), 라목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원격교습하는 것은 제외), 바목 

도서관,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해당 산업시설에 입주한 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시설만 해당), 

제7호나목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대규모 판매시설은 제외, 해당 산업시설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

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는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1/3이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물류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제18호라목 집배송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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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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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하는 상점

으로서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1/10이하인 시설)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지원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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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지역재생이 함께 유도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 배치

 대규모 재생형에서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을 수평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산업

시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간선가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산업시설을 배치

하여 산업축을 조성한다.

 이때 주변지역 연계, 지역필요서비스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간선도로변 저층부에 

산업지원시설, 고층부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등의 배치를 권장한다.

 3천~1만㎡미만의 중소규모 재생형은 입체적 기능복합을 통해 산업복합건물(산

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하되, 산업시설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층부에 입지를 권장한다. 

 산업시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충분한 녹지공간과 옥상정원 등이 계획되도록 

하며, 일반에게 개방하는 것을 권장한다. 

산업부지 조성 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이행

 산업시설의 계획적 배치, 기존 제조업의 입지 등을 위해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산업부지 계획수립시 경제진흥본부 등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이행한다.

 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전에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산업시설의 배치와 규모,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실시한다.

공동주택부지 등 비산업시설 : 산업시설과 수평 또는 수직적 복합을 통한 직주근접 실현 

지역특성 및 부지규모를 고려하여 복합화 및 기반시설 배치

 1만㎡이상의 대규모 재생형은 사업단위별 산업과 공동주택 부지를 수평적으로 

구분하고,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한다.

 3천~1만㎡미만의 중소규모 재생형은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 비산업시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며,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산업시설 외의 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하되, 산업

시설은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리고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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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기여계획 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지원시설 확충 

대규모 재생형 산업부지 내 임대산업시설의 설치 유도  

 1만㎡이상 대규모 재생형은 임대산업시설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공동주택부지의 용적률을 300%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고, 완화량과 동일한 임대산업시설을 산업부지 내 건축물

(토지지분 포함)로 확보하게 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이하의 범위 내에서 50% 용적률의 1/2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 용적률(25%이하)과 동일한 임대산업시설(공공매입) 용적률(25%이하)을 

산업부지 내 건축물(토지지분 포함)로 확보한다. 

 산업부지 내 건축물로 조성하는 임대산업시설의 토지지분은 기반시설 순부담

(10%이상)에 포함한다.

 임대산업시설은 공공에서 관리하여 청년창업공간, 영세산업 보호, 순환적 

재생사업의 임시수용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대규모 재생형의 임대산업시설 공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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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부지 용적률 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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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인수자가 매입하고, 토지지분은 인수자에게 무상양여[순부담

(10% 이상)에 포함 가능하고 상한용적률 산정시는 미포함] 

영세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의 산업대책 마련

 노후 영세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일어나는 경우, 기존 영세 제조업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

 따라서 정비계획 등 계획수립 시 확보되는 산업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임대형 시설 보급 여부, 또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산업시설과 연동하여 시설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기존 산업의 보호대책(예)] 

1) 해당 사업부지에서 확보․설치된 산업공간에 기존 산업의 ○○% 입지 확보

2) 공공에서 건립하는 임대산업시설과 연계하여 기존 산업의 ○○% 재입지계획 수립

3) 1)과 2)를 고려한 사업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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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완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민간임대주택 계획

장기전세주택의 도입

 1만㎡이상 대규모 재생형은 공동주택 부지에 장기전세주택 도입 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 용적률(50%이하)의 1/2에 대해 장기

전세주택(시장이 SH공사를 통해 건설 또는 공공·민간 사업주체가 건립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를 확보하도록 한다.

[대규모 재생형의 장기전세주택 확보(예)] 

1) 사업여건 : 사업면적 11,111㎡, 공장비율 45%
2) 토지이용계획
   ① 기반시설 순부담(10%) : 1,111㎡
   ② 대지면적 : 10,000㎡ (산업부지 4,000㎡ + 공동주택부지 6,000㎡)

3) 밀도계획
   ① 허용용적률 280%(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 20%,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완화 
      용적률 50%)
   ② 상한용적률 300%

4) 장기전세주택 확보
   ① 완화용적률 50% × (1/2) = 25%에 대해 장기전세주택 및 부지 제공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단,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준주택 제외)으로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대규모 재생형은 임대산업시설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 용적률의 1/2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한다.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경우는 산업부지 내에 건축물로 

임대산업시설(공공매입)을 동시에 확보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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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생형의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과 임대산업시설 확보(예)] 

1)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 공동주택부지내 용적률 25% 확보 

2) 임대산업시설 : 산업부지내 용적률 25% 확보

※ 확보 용적률은 해당부지의 총량기준 용적률임(비율기준은 아님) 

※ 임대산업시설은 산업부지 용적률 400% 내에서 확보한다. 

<그림 5-23>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장기전세주택,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추진주체가 자율적으로 선택

 장기전세주택과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

하여 사업추진주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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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방식/절차이행
재생유형별로 맞춤형 사업방식과 절차 적용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방식을 적용

 대규모 재생형은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소규모 재생형은 지구단위계획,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포함 시), 공공지원 재생형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각 유형별 사업방식은 입지특성, 사업계획 등에 따라 지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업추진주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한다.  

구분 입지요건 비고

대규모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소규모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포함 시)

공공지원
재생형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표 5-13> 산업재생형의 재생유형별 사업방식

산업재생형 중 중소규모 산업재생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거산업혼재지역(공장비율 10%이상)에서 3천㎡~1만㎡미만의 규모에 적용되는 

중소규모 산업재생형은 중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

내용을 간소화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은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방식으로 

적용한다. 

산업부지 조성에 대해 관계부서 사전협의로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수립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토록 한다.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건립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의 경우 

주민공람을 이행하기 전에 관련부서(경제진흥본부 등) 의견을 우선 듣도록 한다.

‑ 이때 산업부문에 있어 기존 산업의 분포와 특성분석, 산업육성방안, 기존 산업

시설에 대한 대책, 산업시설의 배치와 규모, 산업시설의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산업부지 조성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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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지의 활용성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임대산업시설의 배치, 용적률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이후 주민공람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결정한다.

[산업부지 조성방안 관련부서 협의내용] 

1) 협의대상 : 산업부지를 확보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2) 협의시기 : 사업제안시(주민공람 이전)

3) 협의부서 : 경제진흥본부 등 

4) 관계부서 협의내용

   ① 기존 산업의 분포와 특성분석

   ② 산업육성방안 및 기존 산업시설에 대한 대책

   ③ 산업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④ 산업시설의 운영방안

   ⑤ 기타 산업시설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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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 210% 230% 250%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210% 280% 300%

*기준용적률은 관련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상한용적률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완화 가능

[산업재생형 : 대규모 재생형]

① 대상지여건 : 주거산업혼재지역(공장비율 10%이상)으로 재생이 필요한 1만㎡이상 지역

② 재생방향

 주공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계획적으로 수평적으로 분리

하여 주거와 산업 공생 도모

③ 산업부지

 배치 및 형태

  가) 간선가로 등 도로변에 산업시설을 배치하여 산업축 형성

  나) 저층부 산업지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배치

 용적률 : 공동주택부지의 공동주택 용적률 이상

구분 기준 허용 상한
산업부지 - 400% 조례규정에 따름

산업문화유산 보전 시 350% 400% -

※ 산업문화유산보전시 기준용적률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④ 공동주택부지

 배치 및 형태

  가) 주변지역과 보행단절, 경관 부조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로 배치

  나) 부대복리시설은 지역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가로변 배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210/230/250% 적용

 장기전세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공공매입)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도입 시 : 공동주택

용적률 300% 범위 내에서 50% 용적률의 1/2을 장기전세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설치

 민간임대주택 설치 시에는 해당용적률과 동일한 임대산업시설을 산업부지 내 동시 확보

⑤ 공공기여계획

 임대산업시설의 설치

  가) 공동주택부지의 장기전세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설치 시 산업부지 내 건축물

(토지지분 포함)로 임대산업시설 제공 

 기반시설의 제공 : 순부담 10%이상 

⑥ 사업방식 :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대규모 재생형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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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생형 : 중소규모 재생형]

① 대상지여건 : 주거산업혼재지역(공장비율 10%이상)으로 재생이 필요한 3천~1만㎡미만지역

② 재생방향

 주공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와 비산업시설(공동주택 등)을 

입체적으로 복합하여 주거와 산업 공생 도모

③ 산업시설

 배치 및 형태

  가) 산업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 배치 권장

  나) 산업지원시설은 가로변 배치를 통해 가로활성화 유도

 산업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전시장, 연구소 등 

 용적률 :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비율에 따라 250~400% 차등 적용

④ 공동주택 등 비산업시설

 배치 및 형태

  가) 산업시설과 공생을 위해 고층부 배치 권장

  나) 주변지역과 경관 부조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로 배치

 공동주택 등 허용 : 주거시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조례 제35조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산업시설 외의 시설

⑤ 용적률 :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비율에 따라 250~400% 차등 적용

구분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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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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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공기여계획

 기반시설의 제공 : 순부담 10%이상 

⑦ 사업방식 : 지구단위계획(계획내용은 지역여건에 맞게 간소하게 수립)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포함 시)

[중소규모 재생형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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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생형 : 공공지원 재생형]

① 대상지여건 : 주거산업혼재지역중 산업 활동이 활발한 산업밀집지(공장비율 30%이상)

② 재생방향

 산업 활동이 활발한 산업밀집지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통한 산업 환경

의 체계적인 재생

③ 산업부지

 배치 및 형태

     가) 산업시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대규모 철거형개발 지양

     나) 소필지단위 통합재생을 통해 신산업 육성/토착산업 보호,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환경정비 유도

 용적률

     가) 산업시설 용적률 : 허용 400% / 상한 조례기준에 따름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별도의 기준용적률 계획 가능

     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법정용적률의 1.2배 완화

        (권장업종 비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완화, 상한용적률 산정 시는

        권장업종에 따른 완화용적률은 미적용)

④ 사업(재생)방식 : 개발진흥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공지원 재생형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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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계획

3  재생단위계획

1  토지이용계획

5.2 준공업지역 관리지침

5) 주거재생형

직주근접형 주거시설의 확보

복합산업공간으로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직주근접형 주거시설 입지 유도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이를 지원하는 주거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의 토착산업 보호 및 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비율 10%미만인 주거기능밀집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업 추진 시 산업부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토지이용은 사업유형별 상위계획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 

등으로 계획한다.

 공동주택 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기능을 배치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가 가능한 용도는 가로변에 배치를 유도한다.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기반시설계획 수립

 기반시설은 적용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관련 기본계획 등 규정에 따라 확보한다.

지역(산업)생활권 계획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

 생활권단위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인 권역·지역생활권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지역

생활권계획의 기반시설계획에 따라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재생형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재생단위의 설정

입지특성, 관련 상위계획 등을 고려한 맞춤형의 최소재생단위 설정

 주거재생형은 해당 정비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최소재생단위 기준의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주택에 의해 둘러싸인 지역이나 신축건물 등에 의해 최소 

개발단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등을 통해 

그 개발규모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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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도계획

 또한 주거재생형으로 역세권지역에 용적률 완화(400%이하)를 통해 기숙사, 임대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지나친 소규모 개발에 따른 돌출형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3천㎡이상의 재생단위를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사업유형별 기준

 ∙ 정비사업 유형별 관련 규정에 따름

 - 주택재건축사업 : 1만㎡이상, 300세대이상

 -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 30세대이상(사업계획승인 대상)

 - 주택재개발사업 : 1만㎡이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 최소 20호 이상 ~ 1만㎡ 미만 가로구역

 - 주거환경관리사업 :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건축협정 : 2개 필지이상

   (건축법 제77조의 4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존치구역 등)

 - 역세권내 기숙사,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400% 이하) : 3천㎡이상

   *정비사업별 기본계획 등 관련 기준을 반영함 

<표 5-14> 주거재생형 최소재생단위 기준

직주근접형 주거시설 확대를 위한 적정 밀도계획

주거재생형은 기존 공동주택과 저층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밀도계획 수립

 기존 공동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을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의 기준에 따른 용적률 

계획을 수립한다.

 저층주거지는 주택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건축협정을 

적용하며, 관련 기본계획,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계획기준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라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의 

용적률은 25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되는 경우 

300%까지 완화가능하다.

‑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 준공업지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는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따른다.

구분 용적률 비고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기준 210/허용230/상한250/
법적상한300%

2025 도시․주거환경비기본계획에 따름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 2025 서울시 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에 따름

가로주택정비사업 250%이하

주거환경관리사업 250%이하 기준/허용/상한용적률은 정비계획수립시 결정

건축협정 250%이하

<표 5-15> 주거재생형의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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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높이기준을 적용

 준공업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정비된 지역이 많아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이 주거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준공업지역은 별도의 높이기준이 없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시 준공업지역 

내 저층주거지의 무분별한 돌출형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별도의 높이기준을 적용한다.

‑ 저층주거지의 유형을 저층·중층·고층특성지로 구분하여 저층은 7층 이하, 

중층은 15층 이하, 고층은 별도의 높이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구분 입지요건 높이기준

저층특성지 주변지역 4층이하, 왕복 2차로이상 도로와 접할 것 7층이하

중층특성지
주변지역 7층이하,  보차가 구분된
  왕복 2차로이상 도로와 접할 것

15층이하

고층특성지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왕복 6차로 이상)와 접할 것 -

* 상기 기준은 필요시 조정 가능

<표 5-16> 가로주택정비사업 높이기준(안)

역세권지역에 직주근접형 저렴한 주거공간 확대

 역세권(철도역의 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내 공장비율이 

10%미만인 3천㎡이상의 부지에 기숙사,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효과 및 영향을 검토하여 지속여부를 판단한다.

 기숙사는 기숙사만 건축할 경우에만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임대주택은 다음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용도복합을 허용한다. 

[임대주택 적용범위]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5호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단,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준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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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여계획

6  사업방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확보 유도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주택 부지에 임대주택 도입 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50% 용적률의 1/2에 

대해 임대주택 확보한다.

<그림 5-24> 주거재생형 용적률 완화(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기준 예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방식 적용

공동주택, 저층 주거지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

 주거생형은 현황특성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단지는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적용하고, 저층주거지는 주택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관련 법 개정이후 적용), 건축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유형별 사업방식은 입지특성, 사업계획 등에 따라 지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업추진주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한다.  

구분 입지요건 비고

기존 공동주택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저층주거지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표 5-17> 주거재생형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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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형]

① 대상지여건 : 주거기능밀집지역(공장비율 10%미만)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

② 재생방향

 주거기능이 밀집한 지역으로 준공업지역내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역에 준하는 사업방식 적용

③ 공동주택단지

 계획기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 관련계획 기준에 따름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210/230/250/300%

 사업방식 :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④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 관련계획 기준에 따름

 용적률/높이 : 공동주택 250%이하 원칙(사업방식별 관련 규정에 따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래의 높이기준 적용

구분 입지요건 높이기준

저층특성지
주변지역 4층이하

왕복 2차로이상 도로와 접할 것
7층이하

중층특성지
주변지역 7층이하,  

보차가 구분된 왕복 2차로이상 도로와 접할 것
15층이하

고층특성지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왕복 6차로이상)와 접할 것 -

* 상기 기준은 필요시 조정 가능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건축협정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이후 적용

    건축협정은 건축법 77조의4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촉진구역에 적용

⑤ 역세권 기숙사, 임대주택

 대상지역 : 공장비율 10%미만의 주거기능밀집지역으로서 역세권 반경 500m이내

 용적률 : 400%이하

 적용대상 : 3천㎡이상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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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재생형 
   적용대상

5.2 준공업지역 관리지침

6) 산업단지 재생형

산업단지 현황 및 산업단지 재생형 적용대상

 서울시 내 산업단지는 총3개소로 구로구와 금천구에 걸친 국가산업단지 1개소(G밸리)

와 구로구와 강서구에 일반산업단지(온수, 마곡) 각각 1개소가 입지해 있다.

 1964년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와 1970년 조성된 온수 일반산업단지는 

준공 후 4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로 재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분 세부 현황

G밸리

․ 면적 : 1,922천㎡․ 준공년도 : 1973년(지정일 1964년)․ 법정계획 수립여부
 - 개발계획 : 2012년 / 실시계획 : 미수립
 - 관리기본계획 : 1997년․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온수산업단지

․ 면적 : 15.7만천㎡(서울 : 10.7만㎡, 부천 : 5.0만㎡)․ 준공년도 : 1971년(지정일 1970년)․ 법정계획 수립여부
 - 개발·실시계획 : 미수립
 - 관리기본계획 : 2009년․ 관리기관 :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표 5-18> 산업단지 재생형 적용대상

산업단지별 산업경제적 역할

G밸리

 60년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봉제 위주의 산업단지였으나, 최근 첨단

산업·정보지식형산업 등이 유치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벤처센터 건립을 필두로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서남권 광역일자리거점으로 융복합 지식산업의 HUB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재배치 계획에 따라 고부가가치 첨단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준공 후 

40~50년이 경과하여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보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수산업단지

 도심 기계공장의 집단화·협동화·전문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주요 

업종은 기계·금속 가공업이다.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인천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경인고

속도로 등 주요도로와 접근성이 우수하여 경인산업축의 연계거점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G밸리와 연계한 원부자재 조달, 물류수송 등의 산업 활동이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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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별 재생방향

3  밀도계획 등 기준

G밸리의 미래상 및 재생방향

미래상 :“창조산업 중심의 융복합거점으로 육성”

목표 : 산업혁신 기반마련 및 물리적 재생을 통한 활력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도약

 창조산업 중심의 융복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적·물리적 주요현안과제 및 

상위계획·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재생전략을 

제시한다.

‑ 전략1 :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전략거점 조성

‑ 전략2 : 특화가로 활성화를 통한 교류공간 마련

‑ 전략3 : 종사자 친화형 환경 조성

온수산업단지 미래상 및 재생방향

미래상 :“기술융합형 스마트산업단지로 육성(서울형 Industry 4.0 거점단지화)”

목표 : 제조업기반의 토착산업과 신기술(ICT)과 융합된 산업단지로 점진적 재생

 기술융합성 스마트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조업기반의 토착산업과 신기술

(ICT)과 융합하여 경인 산업축의 재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으로 재생한다.

‑ 단기전략 : 점진적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제조업 지원 및 공간정비 우선시행 

‑ 중장기전략 : 앵커시설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점진적 재생유도

 효율적인 재생사업 시행을 위해 주변지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 지정 추진하여 

산단 입구 정비 및 온수역세권과 연계한 주변부 재생을 유도한다.

※ 세부적인 산업단지별 재생방안은 「6장 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방안」 참조

각 산업단지별 관련계획, 조례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

산업단지별 관련계획에 따라 재생과 활성화 추진

 산업단지별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등에 

의하여 수립(또는 수립예정)된 개발계획,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재생계획에 따른 재생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직주근접형 주거시설 확대를 위한 기숙사 도입 유도

 산업지원시설은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따라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면적 제외)의 30%이내(지식산업센터는 20%이내)로 하고, 그 중 기숙사는 전체 

지원시설의 1/3이내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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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업단지 관련계획에 따라 별도 부지로 전체가 기숙사 또는 기숙사와 다른 

지원시설이 복합되어 건립되는 경우의 용적률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단, 기숙사와 주거시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250%이하를 적용한다.

[산업단지 재생형]

① 대상지여건 :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인 G밸리, 온수산업단지

② 재생방향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거점을 

확충하고, 기업/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을 정비

③ 계획기준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에 의하여 수립되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재생

계획 등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 추진

 산업지원시설은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따라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면적 

제외)의 30%이내(지식산업센터는 20%이내)로 하고, 그 중 기숙사는 전체 지원시설의 

1/3이내까지 허용

 산업단지 관련계획에 따라 별도 부지로 전체가 기숙사 또는 기숙사와 다른 지원시설이 

복합되어 건립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단, 기숙사와 주거시설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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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문화유산 보전

5.2 준공업지역 관리지침

7) 기타사항

산업문화유산 보전의 필요성

전면철거 위주 개발패러다임의 한계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은 준공업지역 내 고유의 장소성, 사람들의 삶의 기록과 의미

보다는 노후한 환경의 물리적 정비위주의 목표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획일화된 

공간을 양산해 왔다.

 지금까지는 산업문화유산을 보전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산업문화유산을 보전함에 있어서 역사적, 인문·사회적으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물리적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치중하였고, 사업시행자, 주민 

등 이해당사자에 따라 그 가치에 대한 시각차가 크고, 산업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내 산업문화유산에 대한 정의, 산업문화유산으로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예상되는 대상목록을 조사하여, 산업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에 재생사업 

추진 시 산업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재생방식을 제시한다.

<그림 5-25> 산업문화유산의 보전 필요성

산업문화유산을 정의하고 잠재적 자원을 조사하여 체계적 관리

산업문화유산 정의

 산업문화유산이란 “근대화(공업화)에 공헌하여 온 역사적, 사회․문화적, 미학적, 교육․
학술적, 과학․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정의한다. 

[국제산업유산 보전위원회 Nizhny Tagil 헌장 (2003)]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건축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의 유산
 - 건물, 기계, 탄갱, 정제장, 공장, 창고, 에너지 생산, 전달, 수송하는 것과 그 모든 인프라, 

그리고 주택, 종교예배, 교육 등 산업에 관련되는 사회활동을 위해 사용된 장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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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산업문화유산의 잠재적 자원 조사 및 체계적 관리

 산업문화유산으로서 가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산업문화유산 보전여부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에는 지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상위 및 관련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문화

유산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조사하고 산업문화유산 잠재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향후 재생사업 추진 시에 이를 기반으로 산업문화유산 보전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 방향을 제시한다.  

 산업문화유산 잠재자원 목록은 보전이 필요한 산업문화유산으로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 등이 포함된 지역에서 재생사업 추진 시 산업문화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세부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시설임을 의미한다.

 잠재자원 목록은 지역(산업)생활권계획에 장소별로 위치를 표현하여, 주민, 

사업시행주체, 공공 등 관계자가 원활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26> 산업문화유산 잠재목록 역할

<그림 5-27> 산업문화유산 잠재목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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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산업문화유산 보전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재생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 및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보전여부 및 방식 결정

 산업문화유산 잠재목록이 포함된 지역에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단계에서 산업문화유산에 대한 세부 조사를 실시한다. 

 산업문화유산의 보전여부는 관련부서(문화정책과 등) 협의(필요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자문),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전이 결정된 유산은 계획

수립 시 보호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유산의 보전방식은 유형, 가치, 형태 등을 

종합해서 맞춤형 보전방식을 적용한다.

<그림 5-28> 산업문화유산 보전방식

 산업문화유산 보전 시에는 허용용적률 완화항목에 해당부분을 포함하여, 기준·

허용·상한용적률의 3단계 용적률체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문화유산 보전 시 용적률계획 기준]

허용용적률 항목에 해당사항 포함 원칙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350%/400%/조례에 따름
- 산업문화유산 보전방식에 따라 기준용적률은 400%이내에서 차등적용 가능함 

 산업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시설)을 보호하는 부지는 산업부지 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업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산업문화유산 보전 시에는 보전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확보기준 총량의 1/2이내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림 5-29> 산업문화유산 선정 절차(도시환경정비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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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유통시설의 
  재생/관리

준공업지역은 산업유통 및 생활서비스 시설이 다수 입지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도시 내 생활서비스, 산업유통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3천㎡이상을 

기준으로 총 51개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그 중 산업유통시설(기계공구상가)는 10개소가 있고, 대부분 서남권 내 입지

하면서 주변 산업집적지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5-30> 준공업지역 내 산업유통 및 생활서비스시설 현황

 산업유통시설(기계공구상가)는 주로 경인로변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도시

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과 비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31> 준공업지역 내 산업유통시설(기계공구상가) 현황(3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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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인 산업유통시설(6개소)은 대규모 부지(평균면적 

57,780㎡), 토지의 저이용(평균 용적률 135%), 시설의 노후(평균건축연한 27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시설별로 평균 2,700여개 중소규모 점포가 입지하고 있고, 공실률은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준공업지역 내 산업과는 여전히 

밀접한 연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로 결정된 4개소는 주시설과 부대편익시설이 시설

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별 비율은 평균적으로 주시설 57% : 

부대․편익시설 42%이다. 

‑ 주시설과 부대편익시설의 비율이 가장 큰 시설은 영등포 유통상가시설로 78% : 22% 

수준이다. 

구 분
대지
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주용도
주시설/부대
편익시설비율
(전체기준)

건축물
(지상층/
지하층

건축물동수)

사용승인
점포
(개)

공실률
(%)

유통

업무

설비

시설

시흥유통
업무단지

125,654
153,068
(134,163)

47.4 105.0
판매시설,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31 : 69
3층 / 1층
38개동

1987.9 3,701 -

영등포
유통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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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상가

7,514
14,285
(8,241)

- 129.9
판매시설, 업무시설,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
3층 / 1층

7개동
1988. 9 - -

<표 5-19> 준공업지역내 산업유통시설(기계공구상가) 세부현황

 *   영등포유통상가 공실률은 최근 모바일 액세서리 업체의 입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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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개별 건축물)로 구분하여 맞춤형 재생/관리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통한 기능 고도화 추진

 도시계획시설인 산업유통시설은 산업유통기능을 유지 및 재활성화하고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한 기능고도화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시 종전의 산업유통시설 기능은 유지(종전의 산업

유통시설 연면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산업기능과 연계를 위한 산업시설, 

직주근접형 주거기능 등을 복합하여 재생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적용가능 방식]

①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유지하면

서 시설 내 주시설과 부대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식

- 주시설, 부대․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제6조의2에 따름 

②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 「국토계획법」제64조,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비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내에 결정하는 방식

-  산업유통시설 기능 유지/활성화를 위해 해당용도를 우선적 고려하여 공간계획 수립 (기존 산

업유통시설 연면적이상 확보)

- 기타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③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

-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비도시계획시설 : 주변 산업기능과 연계여부를 고려하여 개별적 재생/관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개별건축물 형태의 산업유통시설은 주변 산업기능과 연계

여부를 고려하여 개별적 재생·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산업기능과 연계된 경우에는 산업유통기능이 유지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생을 추진하되, 종전 산업유통기능 연면적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업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능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그 외 기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변 산업기능과 연계여부는 지역(산업)생활권계획의 주변지역의 산업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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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 관리방안 준공업지역내 임대주택 관리의 필요성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준공업지역에도 8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50%까지 분양형 공동주택, 오피

스텔 등과 복합이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의 건축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과 부합하는 임대주택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도 완화사항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축소(10년이상 → 8년이상)

·임대주택의 다른 용도와 복합 허용(50%까지 분양형 공동주택 등과 복합 가능)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2030 서울플랜」에서 면적총량 유지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산업기반의 유지가 요구되는 준공업지역내 주거산업혼재지역(공장비율 10%이상)은 

서울시 면적의 1.01%(6.13㎢)에 불과하여 주거산업혼재지역내 임대주택 등 산업 외  

용도의 유입은 제어가 필요하다.

[준공업지역 유형 구분]

준공업지역 전체 면적 : 서울시 면적의 3.3%(19.98㎢))

- 주거산업혼재지역(공장비율 10%이상) : 준공업지역의 30.7%(6.13㎢)

- 주거기능밀집지역(공장비율 10%미만) : 준공업지역의 46.9%(9.37㎢)

- 산업단지:준공업지역의 22.4%(4.48㎢)

<그림 5-32> 준공업지역 유형 구분



준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 방안  제5장 준공업지역 관리계획

201

준공업지역내 임대주택 관리 현황 및 계획

 준공업지역에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이 불허되며, 

산업부지 확보시는 허용되지만 용적률 25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

주택은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도 건축이 허용되고 용적률도 300%까지 완화하고 있다.

 앞으로,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 도입과 산업기반의 유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의 부담이 적은 역세권(철도역의 각 승강장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내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 도입이 가능한 주거기능밀집지역(공장비율 10%미만)에서 돌출형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3천㎢이상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400%까지 

허용하는 등 준공업지역내 민간임대주택의 입지를 특정지역으로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준공업지역내 임대주택 건축시의 세부관리방안

 준공업지역내에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주택 건축시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를 도입하면서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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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을 허용한다. (단, 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의 ‘준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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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4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 그 외의 지역은 용적률 3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준공업지역내 임대주택 건축시 용적률

‑ 사업대상지가 공장비율 10%미만인 부지는 순부담으로 부지면적의 10%이상을 

공공기여로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가 공장비율 10%이상인 부지는 순부담으로 부지면적의 15%이상을 

공공기여로 제공하여야 한다.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계획용적률이 400%미만인 경우는 그에 

따라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10%이상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 공장비율 10%이상인 부지의 공공기여는 임대산업시설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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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대규모 부지 
  관리기준

산업기반이 없는 대규모 부지의 계획적 관리 유도

준공업지역 내 산업기반이 없는 대규모 부지의 계획적 관리 필요

 준공업지역 내 104개의 대규모부지 1만㎡이상 중 지목 상 ‘공장용지’가 아니거나 

비산업기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지가 총 16개소가 있다.

<그림 5-33>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부지 유형분석

 이러한 산업기반이 없는 부지는 사업부지 내 공장비율을 산정하여 재생유형을 

판단하는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각 부지의 공간적·물리적 특성에 

따른 지역맞춤형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번 유형 내용 위치 면적(㎡)
1 공공기관 영등포교정시설 고척동 100     105,087 
2 공공기관 세라믹기술원 가산동 233-5      11,995 
3 기타(업무시설) ㈜신도리코 성수2가 277-22      11,038 
4 공공기관 도하부대 독산동 441-6     191,689 
5 기타(개발가용지) 주말농장 사용중 문래동3가 55-6 대      12,947 
6 기타(연구소) 산학연 R&D 센터 구로동 832 대      12,533 
7 공공기관 (구)한전 문래동3가 71대      11,226 
8 공공기관 강서세무소 양평동4가 24대      11,573 
9 기타(복합시설) 개발중 문래동3가 55-18 대      14,367 
10 기타(복합시설) JK아트컨벤션 문래동3가 55-16 대      17,048 
11 기타(연구소) LG전자 MC연구소A 가산동 219-24 대      10,592 
12 기타(업무시설) LG전자 가산 교환국 가산동 219-5 대      11,186 
13 기타(복합시설) 롯데시티호텔 구로동 188-25대      12,276 
14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고척동 55-1 대      13,368 
15 기타(업무시설) 국민은행전산센터 염창동 244-3대      11,281 
16 공공기관 도봉소방서 방학동 708 대      10,884 

<표 5-20> 산업기반이 없는 대규모 부지(16개소)

지역특성에 따라 재생유형 선택적 적용

 산업기반이 없는 대규모 부지(1만㎡이상)는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에 따라 재생유형, 

산업부지 확보 비율 등의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대규모 재생형)을 적용시 주거시설(공동주택,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주변지역(반경 200m)의 공장비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의한 산업부지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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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유형별 절차이행 산업부지 조성에 대해 관계부서 사전협의로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수립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토록 한다.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건립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의 경우 

주민공람을 이행하기 전에 관련부서(경제진흥본부 등) 의견을 우선 듣도록 한다.

‑ 산업부문에 있어 기존 산업의 분포와 특성분석, 산업육성방안, 기존 산업시설에 

대한 대책, 산업시설의 배치와 규모, 산업시설의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산업부지 조성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산업부지의 활용성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임대산업시설의 배치, 용적률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이행

지구단위계획 계획(안)작성
(사업추진주체)

 

관련부서 협의(산업부지조성방안 등)
필요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구청장)

∙산업부지조성방안 협의 : 주민→관련부서
∙자문사항 : 임대산업시설계획, 용적률, 개발규모
           및 획지 등(필요시)

주민공람(1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입안
(구청장→시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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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절차이행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 전략재생형은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작성
(구청장)

 

관련부서 협의(산업부지조성방안 등)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구청장)

∙ 산업부지조성방안 협의 :주민→관련부서
∙ 자문사항 : 임대산업시설계획, 용적률, 개발규모
            및 획지 등(필요시)

주민공람(30일) ∙ 구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입안
(구청장→시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결정고시

사업시행인가
(조합, 토지등소유자, 공사 등)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절차이행

도시개발계획(안) 작성 및 구역지정 제안 
(주민제안)

 

관련부서협의(산업부지조성방안 등)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구청장)

∙산업부지조성방안 협의 : 주민→관련부서
∙자문사항 : 임대산업시설계획, 용적률, 개발규모
           및 획지 등(필요시)

주민공람(1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개발계획 및 구역지정 입안
(구청장→시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지정 결정고시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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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관련 
법체계

제6장 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6.1 산업단지 관련제도 및 서울시 현황

1) 산업단지 제도 및 현황

산업단지 관련법 체계

 산업단지는 최초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조성‧관리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강화 사업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산업입지법은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재생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 

- 개발계획 : 용지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 실시계획 : 토공,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산업단지 재생]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 등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집적법)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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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의 관리(관리기본계획)] 

- 용지의 용도별 구역, 업종별 배치, 지원시설 설치 운영 

※ 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토대로 관리기본계획 수립  

[구조고도화사업계획] 

- 산업단지 일부(10%)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 계획 기준절차 등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지원, 분양 등에 관한 사항 

<그림 6-1> 산업단지관련 법체계 

<그림 6-2> 산업단지 재생관련 사업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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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관련 
계획체계

<그림 6-3> 산업단지 관련 
계획 체계 

산업단지 관련법에 따른 계획체계

 산업단지 지정, 개발과 관리의 이원화된 법체계에 따라 승인권자가 상이하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반영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실시계획 의제가 가능하다.

 산업단지 조성(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개발계획 ⟹ 산업단지 실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포함(산업입지법 제21조 제2항)

 산업단지관리(산업자원통상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구조고도화사업계획

※ 산업입지법 상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의제(산업집적법 제30조 제4항)  

※ 관리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 (산업집적법 제45조의2 제7항)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 특례사항<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5조의3>
1. 삭제
2.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2의2.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항만·도로 등)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

<그림 6-4> 관련법령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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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산업단지 
현황

<그림 6-5> G밸리 위치 

<그림 6-6> 
온수산업단지 위치 

<그림 6-7> 
마곡산업단지 위치

6.1 산업단지 관련제도 및 서울시 현황

2) 서울시 산업단지 현황 및 역할

산업단지 개요

 서울시 내 산업단지는 총 3개소로 구로구와 금천구에 걸친 국가산업단지 1개소(G밸리)와 

구로구와 강서구에 일반산업단지(온수, 마곡) 각각 1개소가 입지해 있다.

 1964년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와 1970년 조성된 온수 일반산업단지는 

준공 후 4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로 재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G밸리는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로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면적 : 1,922천㎡

‑ 준공년도 : 1973년(지정일 1964년)

‑ 법정계획 수립여부

․ 개발계획 : 2012년 / 실시계획 : 미수립

․ 관리기본계획 : 1997년

 온수산업단지는 구로구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로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관리기관 :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 면적 : 15.7만천㎡ (서울 : 10.7만㎡, 부천 : 5.0만㎡)

‑ 준공년도 : 1971년(지정일 1970년)

‑ 법정계획 수립여부

․ 개발·실시계획 : 미수립

․ 관리기본계획 : 2009년 (※ 구체적인 결정사항 미흡)

 마곡산업단지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로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 면적 : 1,111천㎡

‑ 산업단지 지정 : 2007년(조성중)

‑ 법정계획 수립여부

․ 개발·실시계획 : 2007년

․ 관리기본계획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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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산업단지별 
역할

산업단지 경제적 위상

 서울시 산업단지(G밸리·온수산업단지)의 일자리는 약 16만개로 서울시 전체 일자리

의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액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2,079천㎡(마곡산업단지 제외)로 

서울시 면적의 0.3%에 불과하지만 서울시 GRDP(지역내 총생산)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남권의 고용·생산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그림 6-8> 서울시 내 산업단지 경제적 비중
출처 : KOSIS(국가통계포털),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 기준(2015년)

G밸리

 60년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봉제 위주의 산업단지였으나, 최근 첨단산업·

정보지식형산업 등이 유치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벤처센터 건립을 필두로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서남권은 광역일자리거점으로 융·복합 지식산업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재배치 계획에 따라 고부가가치 첨단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준공 후 

40~50년이 지나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보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수산업단지

 도심의 기계공장을 집단화·협동화·전문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주요 업종으로 기계·금속 가공업이 입지하고 있다.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인천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경인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와 접근성이 우수하여 경인산업축의 연계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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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서울시 내 
산업단지

 G밸리와 연계하여 계열화가 용이하며 원부자재 조달, 물류수송 등 산업활동이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마곡산업단지

 IT, BT, GT 등 첨단융합기술 R&D센터 및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고 대학 및 

연구소의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곡산업단지는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업무단지 및 배후주거단지 조성 등 국제

교류, 전략산업, 첨단문화, 친환경주거개발을 비전 및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강동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 지정 추진중)

 엔지니어링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하기 위해 서울시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 추진 중에 있다.

 약 8만㎡규모의 강동일반산업단지는 중부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의 출발점에 

위치하고, 서울 중심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6-10> 서울시 내 산업단지의 위치와 주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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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적·물리적 
현황

6.2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1)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산업현황 

 G밸리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형 산업단지로 태동한 국가적 차원의 산업중심지

였으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첨단지식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30 서울플랜」상 광역중심으로 위상이 격상되어 서울시 및 경기도 서남권의 

고용창출 및 지식산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산업정책 및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등 산업적․물리적 관리방안이 수반되지 않아 주요 기업이 이전하는 

등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제조업에서 IT산업 중심의 서비스업으로 구조 전환이 자생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지식산업센터 위주 대규모 개발의 정체와 맞물려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그림 6-11> G밸리 연도별 종사자/입주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증가율

구 분 주요 현황

산업적 위상
∘ 전국 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한 결과 면적대비 가동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음
∘ G밸리 생산액은 국가산업단지 단위면적당 평균의 3.5배로 생산성 높음
∘ 서울시내의 지식산업센터의 약 55%가 G밸리에 밀집

산업규모
∘ 총 생산액의 급격한 감소 및 수출액의 증가율 감소
∘ 입주기업 및 종사자 증가율 감소

산업구조

∘ 2000년대 중반이후, 비제조업 비중 급속히 증가
∘ 업종별 기업·종사자 현황
  - 입주기업의 50%, 종사자의 70%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
  - 제조업 중 25%가 전기·전자업
  - 입주업체 대비 가동업체 비율은 2001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지식산업센터 개발을 중심으로 3단지 남측을 제외하고 비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가 완료 단계(지식산업센터 증가율 감소추세)
  - IT관련 서비스업이 전체 50%로 각 단지에서 가장 높은 비중
  - 2단지 : 섬유의복업종이 특화
  - 3단지 : 기존 제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IT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표 6-1> G밸리 산업부문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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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현황 

 토지건축물은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로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제한적이며 신규 개발된 지식산업센터 외 제조업 공장은 부지활용도가 낮고 

노후된 상황이다.

 교통부문에서는 수출의 다리를 중심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내부 도로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필지별 차량진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6-12> 수출의 다리

<그림 6-14> G밸리의 교통 도로현황
<그림 6-13> 서부간선도로

 

위치 
교통량
(대/시)

평균제어지체
(초)

LOS
(서비스수준)

1 광명대교 사거리 5,025 83.7 E

2 한일유엔아이 6,292 92.7 E

3 백상스타타워 2,455 59.4 D

4 태림패션프라자 2,736 63.2 D

5 삼성리더스타워 - 25.5 B

6 디지털3단지 8,099 122.8 F

7 마리오아울렛 - 55.9 F

8 디지털오거리 - 73.4 F

9 SG세계물산 - 37.2 D

10 구로고가차도 진입로 - 54.0 D

11 부흥메디컬 2,578 72.2 E

12 구로3동 주민센터 1,801 52.1 F

13 대륭포스트타워 2,863 55.7 D

14 디지털1단지사거리 3,130 44.2 D

15 디지털단지입구 7,571 50.6 D

<표 6-2> G밸리 주요 교차로 첨두시 서비스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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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G밸리 
공원·녹지 현황

구 분 주요 현황

교통체계
(도로·
철도망)

∘ 단지간 남북방향 연결도로는 서부간선도로가 광명교와 철산대교에서 연계되어 접근성 양호

  - 남부순환로는 디지털오거리와 구로IC를 통해 연계

∘ 단지간 동서방향 연결도로는 디지털로가 유일하며 2단지와 3단지를 양분하여 단지내 

교통처리의 구조적 한계 발생

  - 디지털로 1개도로를 주도로로 하여 집분산기능을 갖는 단지내 남북방향 도로가 접속

  - 동서간 주요 연결로인 수출의다리에 교통량 집중

교통소통
(교차로·
신호운영)

∘ 디지털단지 오거리와 수출의 다리에 동서간 교통량 집중

  - 수출의다리 상시정체와 교차로 교통혼잡으로 디지털로 평균운행 속도가 오전 오후 

첨두시 10KPH 내외

∘ 주요교차로(디지털단지오거리, 마리오 교차로, 디지털3단지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 

운영에 따른 출퇴근시 교차로 혼잡

∘ 남북방향 단지내 도로(왕복4차로) 비효율적 운영

  - 신규 개발지 개별 차량 접근에 따른 잦은 차량출입구 발생

  - 개별부지 진입차량에 따른 좌회전 대기차량 발생

대중교통
보행·주차

∘ 3개 지하철역(가산디지털단지역, 구로디지털 단지역, 독산역)의 입지로 역세권의 도보

권 내 단지 일부 위치

  - 도보권이외 지역은 마을버스/셔틀버스 운행체계가 필요하나 대중교통 체계가 미비

∘ 단지 내 미개발된 지역은 대부분  보행로가 보도폭 협소로 보행 교통여건 불량

  - 출퇴근시 보행량 집중시 보도폭 협소 구간의 보행불편 가중

∘ 기존 공장부지 등에 대한 주차수요로 노상주차장 운영

<표 6-3> G밸리 교통부문 주요 현황

 공원녹지는 전무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단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대규모 녹지공간을 새롭게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지식산업센터 개발 시에 조성된 

공개공지에 대한 정비를 통해 종사자를 위한 여가·휴게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G밸리는 최초 조성 당시 생산기반의 산업단지로 태동하여 기업 및 종사자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지원시설에 대한 추가 확충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1단지의 경우 타단지에 비해 지원시설 공급이 양호한 편이나, 기존 제조업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3단지의 경우 기업지원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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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현황

공원
녹지

공원
녹지

∘ G밸리 내 기조성된 공원 및 녹지 전무

  - 공원 및 녹지 서비스지역이 취약하여 근로환경이 열악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계획에 따라 슈퍼제방 등 안양천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서비스수준 일부 개선 예상

공개
공지

∘ 지식산업센터 개발에 따라 전체 대지수의 45%이상의 부지에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종사자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었으나 조성형태에 따른 보행자 접근 

제한 및 공개공지 연계성이 부족

  - 개별사업단위에 따른 공개공지 조성으로 인접지와 단절

  - 공개공지 경계를 따라 울타리 및 화단 등이 설치

  - 조성된 공개공지의 다양한 공간활용 부족

지원시설

∘ 전체면적의 9.8%가 지원시설용지로 지정되어 타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량이 부족하며, 특히 3단지 지원시설 확충이 필요

  - 1단지 : 기업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및 호텔 등 기입지, 종사자 휴게공간 

등 확충

  - 2단지 : 생활편익 및 복지, 기존 패션의류 산업과 연계한 기업지원 

서비스 보완 필요

  - 3단지 : 디지털운동장 및 가산문화센터외 종사자지원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지원시설 확충 필요

<표 6-4> G밸리 공원녹지 및 지원시설 주요 현황

재생과제 도출

 이러한 G밸리의 대내외적 여건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부문별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G밸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6-16> G밸리 부문별 주요현황을 고려한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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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상 및 목표

6.2 G밸리 재생 및 활성화 방안

2) G밸리 미래상과 재생전략

G밸리의 미래상 및 목표

미래상 :“창조산업 중심의 융복합거점으로 육성”

목표 : 산업혁신 기반마련 및 물리적 재생을 통한 활력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도약

※ IT 융·복합 산업을 중심으로 주변 산업집적지(마곡산업단지, 상암DMC)와 산업적 

교류‧연계 발전 도모

산업적·물리적 주요 현안과제 해결

 서남권 광역중심 및 국가차원의 산업중심지로서 기능강화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지원시설 확충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산업단지 활력 및 어메니티 

향상

 산업혁신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확충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공공정책 및 상위계획의 실현

 서남권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신성장거점으로 육성(2030 서울플랜, 경제비전 2030)

 산업과 문화, 주거, 상업이 공생하는 복합산업공간(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그림 6-17> G밸리 미래상 설정



218

2  재생전략 G밸리의 재생전략

기본방향 및 재생전략 설정

 창조산업 중심의 융·복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적·물리적 주요현안과제 

및 상위계획·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재생전략을 

제시한다.

전략1 :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전략거점 조성

 광역중심 및 융·복합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종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거점을 선정하고 산업혁신 및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시설을 도입토록 한다.

전략2 : 특화가로 활성화를 통한 교류공간 마련

 주요 가로축을 활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개발에 따른 IT산업 및 기존 제조업 간, 

기업 및 종사자간 교류공간을 마련하여 단지 내 활력을 제고하고, 복합산업공간

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전략3 : 종사자 친화형 환경(Amenity) 조성

 서남권 광역중심으로서 머무르고 싶은 공간, 근로하고 싶은 공간 조성을 위해 

외부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종사자 친화형 환경을 조성한다.

                         

<그림 6-18> G밸리 재생과 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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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거점 조성

6.2 G밸리 재생 및 활성화 방안

3) 세부전략별 실행방안

권역별 비전 및 전략

 각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세권 복합지원, 패션·디자인 중심거점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권역별 기능적·공간적 단점을 보완하고 활성화 및 특화도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림 6-19> 권역별 비전 및 전략

 1권역 : 도심형 산업·업무거점

‑ 1권역은 지식산업센터로의 개발이 완료된 도심형 업무거점으로, 우선 공원·녹지 

등 휴게시설 보완 및 외부공간 개선과 일부 남아있는 기존 공장부지에 대한 재생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식산업센터 개발과 함께 조성된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 이벤트 개최 등 활성화 방안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권역 : 패션·디자인 중심의 기능적·물리적 연계거점

‑ G밸리 중심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과 패션 및 디자인 산업의 특화 등을 활용

하여 1~3단지의 기능적·물리적 연계거점으로 역할을 도모하고,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개선과 함께 지역차원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3권역 : 역세권 중심 복합지원 거점

‑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이란 입지적 환경을 활용하고, 3권역 내 위치한 구조고도화

사업부지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의 복합지원 거점으로 조성한다.

‑ 열악한 외부공간의 개선이 시급하며, 전략거점부지 선정 등을 통하여 민간부지 

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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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권역 : 제조업기반 융·복합 거점

‑ G밸리 내 권역 중 기존 제조업이 가장 많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전략거점부지의 선제적 개발을 중심으로 4권역 

내 개발을 활성화, 제조업 기반 관리방안 마련 등과 함께 부족한 인프라 및 지원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

권역별 도입필요시설 도출

 사례검토 및 관련계획검토, 실수요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G밸리에 필요한 지원

시설 9개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5개의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된 5개의 군집을 G밸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혁신앵커시설로 설정하고 

권역별 비전에 따라 우선 도입되어야할 혁신앵커시설(산업단지 내 산업혁신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연구·교육·업무 지원시설)을 도출·배분하였다.

 권역별 배분된 혁신앵커시설은 다음과 같다.

‑ 1권역 : 휴게·편의공간 보완을 위하여 관람·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근로복지

시설을 도입한다.

‑ 2권역 : 핵심산업(패션)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및 창업보육센터(임대산업시설 

등)와 함께 근로복지시설을 도입한다.

‑ 3권역 : 역세권(가산디지털단지역)과 연계하여 복합지원이 가능한 중심권역

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연구시설, 창업보육센터 및 컨벤션시설을 

도입하며, 더불어 근로복지시설을 도입한다.

‑ 4권역 : 제조업 공장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기반의 

교육·연구시설 및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고, G밸리 전체에 걸쳐 

부족한 근로복지시설을 도입한다.

<그림 6-20> 거점별 도입필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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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거점 부지 선정1)

 앞서 도출된 권역별 혁신앵커시설의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G밸리 내 입주기업·

종사자 및 인접지역에서의 이용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부지를 

도출하여 전략거점으로 선정한다.

‑ 기존 이용현황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단기 개발 예상 부지를 도출하고 구조

고도화사업부지를 포함하여 재생가능지로 선정하였다. 

‑ 구조고도화사업부지와 함께 단기 개발 예상 부지 중 입지·소유 등을 고려하여 

전략거점부지 13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전략거점 개발계획

　　　

<그림 6-21> 전략거점 도출 프로세스

    

<그림 6-22> 전략거점 기본구상(안)

기본방향 : 용지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유도

 신규 전략거점 중 기존 민간 산업용지에 대해 복합용지 변경을 전제로 이에 따른 

공공기여로서 혁신앵커시설 도입을 유도한다.

1) 신규 전략거점은 금회 연구 시 제안사항으로서, 향후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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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복합용지 
개념

<그림 6-24> 
복합용지 시설별 

규모 계획 

 복합용지 변경 시 부지 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산업시설로 확보하고 나머지 

50%이하의 범위에서 주거·상업·지원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로 전체 연면적의 10%이상을 혁신앵커시설로 기부채납을 권장한다.

부지별 개발계획 기준

 본 연구에서는 전략거점 중 기 지정된 구조고도화사업부지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개략적인 부지별 개발계획(안)을 제시하며, 이는 향후 법정

계획 및 부지별 사업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다.

‑ 신규 전략거점부지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계별 전략거점 도출 절차에 따라 

향후 법정계획 수립 시 최종 선정토록 하며, 다음의 부지별 계획기준을 고려

하여 세부 계획기준을 결정한다.

① 민간소유 산업시설용지 중 복합용지로 변경: 공공기여 10% 이상 적용

② 민간소유 및 공공소유 지원시설용지 : 부지별 혁신앵커시설 권장(용지변경 없음)

③ 공공소유 공공시설용지 중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 혁신앵커시설 권장

※ 부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정하며, 산업단지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펌프장 등)은 유지

전략거점(구조고도화사업부지) 개발계획

 2013년 9월 산업단지공단에서 수립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라 G밸리 내 7개 부지가 구조고도화사업부지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3월 시행

계획이 수립되고 이중 3개소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이 승인·고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승인 고시된 3개부지 계획내용을 수용하되, 나머지 4개 부지에 

대해 전략거점으로서의 계획기준을 토대로 일부 수정된 계획안을 제안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부지별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구분 면적 소유자 용지계획 공공기여 핵심지원시설 권장 비고

구조고도화사
업부지
(7개소)

서울디지털
운동장부지 17,043㎡ 산업단지공단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복합스포츠센터 -

구조
고도화

계획승인
가산문화
센터부지 1,153㎡ 서울시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 -

가산동 505-19 
(후지필름)부지 5,431㎡ 민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 -

산업기술
시험원 부지 1,577㎡ 산업기술시험원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문화 및 집회시설
(박물관 및 전시장), 
근린생활시설(저층부)

제1펌프장 부지 6,464㎡ 금천구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

펌프장, 주거시설(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

펌프장
기능유지

제2펌프장 부지 10,864㎡ 금천구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기숙사), 

창업지원시설
펌프장

기능유지

舊 정수장 부지 19,090㎡ 산업단지공단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문화시설 10%이상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 금회 연구 시 제안하는 기준으로 향후 법정계획 및 부지별 사업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표 6-5> 전략거점 부지별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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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화가로 활성화를 
통한 교류공간 마련

<그림 6-25> G밸리 
주요가로축 설정

주요 가로축 설정 및 기본방향

광역교통축(디지털로) : 지역·단지 간 연계

 현재 디지털로는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로를 연계하는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5~30m 폭원의 대로로 차량교통 위주의 광역교통축으로 설정

하고 주요 단지진입도로로서 경관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2/3단지 구간은 수출의 다리 등 입체구조물로 인해 보행중심공간으로 

조성에 한계가 있으나, 1단지 내 구간은 기 조성된 공개공지를 일부 정비·개선

하여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한다.

‑ 1단지 구간 공개공지 개선사업 시행 및 저층부에 가로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기업홍보관 등을 배치, 이벤트공간으로 활용하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심발전축(디지털1로, 서부간선도) : 주요 거점간 연계, 신규 개발(지식산업센터) 집중

 단지 내 신규개발이 집중되고 주요 거점 간 연계축과 산업간 교류공간으로서 활성화를 

위해 축상의 거점 내에 산업지원시설을 집중하여 도입하도록 한다. 특히 3단지 

북측 가산디지털1로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개발이 기 

완료된 구간으로 기존 공개공지 정비개선을 우선 시행하여 종사자 휴게공간으로 

활용을 도모한다.

‑ 2단지 북측 가산디지털1로 공개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향후 3단지 남측 

구간으로 확장을 통한 기존 제조업과 지식산업센터 기반 IT서비스업 등 산업

교류공간으로 활용한다. 

내부순환축(단지별 내부순환도로) : 내부순환보행축, 수변공간 연계

 단지 내 보행축으로 협소한 보도개선 및 신규 개발 시 적정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역~안양천 

수변공간 연계구간은 향후 서부간선도로지하화에 따른 슈퍼제방 설치 등으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및 가로형상가 등 조성으로 보행자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 수변공간 연계구간으로 저층부 문화시설 및 근생시설 등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벽면지정선 등 계획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그림 6-26> 특화가로 활성화를 통한 교류공간 마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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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축별 특화가로 조성방안

광역교통축 : 기여공간 및 이벤트공간 조성

 G밸리 1단지 내 디지털로변은 지식산업센터 개발이 완료되어 민간 자력에 의한 

공개공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나 물리적 공간 개선 및 활용성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메인가로로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벤트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기업의 홍보공간 및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 

개선을 유도하고 용도,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건축물, 전면공지, 가로변 

등을 통합하여 활용토록 한다.

                         

<그림 6-27> 디지털로 공개공지 및 저층부 개선(안)

 

3단지 중심발전축 : 창조적 생산활동 및 체험공간 조성

 학습지, 문구, 신문사, 출판사(교육) 등 현재 남아있는 제조업 부지의 담장 안 

가로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산업 전 과정에 대한 체험공간을 조성한다.

 제조업 부지 가로변 리모델링 및 신규 개발 시 G밸리 내 생산품에 대한 연구·

생산·전시교육판매 산업의 전 과정 체험 및 기업별 홍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G밸리스토어2) 조성을 유도한다. 

2) G밸리 내 생산품에 대한 연구·생산·전시·교육·판매 등 산업의 전 과정의 체험 및 기업별 홍보가 이루어지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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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산업 전 과정 체험거리 조성 예시

 생산-전시·교육-판매 등 산업의 전 과정 체험을 위한 부스를 설치하며, 부스를 

활용한 기업별 프로그램 운영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내부순환축(역세권~수변공간 연계) : 가로활성화·보행친화공간 조성

 공개공지 조성으로 여가·휴게공간을 구성하여 기존의 협소한 보도 및 노후 되고 

폐쇄적인 가로환경을 개선한다.

‑ 저층부 판매·전시·체험·문화 기능 유도하여 가로활성화 도모한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따라 향후 조성될 안양천변 슈퍼제방을 통해 수변

공간 연계를 활성화 한다.

[현황]

가산디지털역

~ 안양천

　　　　　　　　

[개선(안)]

가산디지털역

~안양천

<그림 6-29> 역세권~수변공간 연계 가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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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친화형 
환경(Amenity)조성

기본방향

 전략거점 신규 개발 시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기존 조성된 부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단지 내 Green Area를 확충한다.

 또한, 기존의 전면공지의 조성형태 및 지장물 등 열악한 보도환경 개선을 통하여 

보행친화적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유휴공간 활용 및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Green Area를 확충한다.

 Green area 확보

‑ G밸리 내 기존 건폐율 40%이하의 저건폐부지는 전체의 약 34%로 이중보도 

연접부 활용성이 떨어지는 부지를 활용하여 녹지 및 휴게공간을 확보한다.

‑ 현장 분석 결과 단지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총 4개소, 면적은 약 5,500㎡로 

기존 차폐된 화단 및 공지를 쌈지공원 등으로 재정비하여 활용이 용이한 공간

으로 재생시킨다.

 전략거점 내 녹지공간 확보

‑ 전략거점에 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지변경이 수반되는 부지에 

대해 전체 부지면적 5%내외의 공원 형태 공개공지 위치지정 등 지침을 계획하여 

녹지공간 확보를 유도한다.

‑ 전략거점 내 녹지공간 등의 위치는 인접한 부지 내 기 조성된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며, 이 경우 확보된 5%내외 녹지공간은 건축법상 

확보해야하는 의무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환경 개선 및 네트워킹

 특화가로를 기준으로 거점 내 Green Area와 유휴부지 및 슈퍼제방 등 주요 

지점을 연계하여 보행(녹지)축을 설정한다. 

‑ 향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한계선 지정 및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행친화공간 조성을 도모한다. 

 금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가산디지털단지 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

시설지침」에 따라 보도 3m와 전면공지 5m, 총 8m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한계선을 지정하여 공지를 확보한다.

 주요 가로별 위계 등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과 공개공지 조성 가이드라인 등을 

계획하고, 가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열악한 보행환경 및 외부공간을 정비

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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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사업부지 및 신규거점을 활용한 지원시설 확충

 구조고도화사업부지 및 신규 전략거점 내 종사자지원시설을 도입하도록 유도

하고 13개 거점에 대한 도보권역 검토 시 단지 내 어느 지역에서나 도보 10분

거리 내(반경 400m) 종사자 지원시설 접근이 가능하여 종사자 어메니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지원시설 이용대상을 단지 내 종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까지 고려

하여 가산·대림 광역거점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3)

                                     

<그림 6-30> 도보권역내 근로자지원시설 확충

교통 편의성 제고

 현재 G밸리 교통개선과 관련하여 총 4개 사업이 기 추진되고 있어, G밸리 광역

교통 접근성과 내부 교통소통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한 개선이 예상되며, 

특히 2018년 준공예정인‘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완료시 단지 

내 동서 간 연계성 강화로 G밸리 가장 큰 교통문제였던 수출의 다리에 대한 상습적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지하철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충추진사업’및‘G밸리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추진된 교통개선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동서 간 교통소통 개선 극대화 및 내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수출의 다리 램프 

신설 등 신규 사업을 제안한다.

3) 10분동네 구현을 위한 사회서비스시설 공급방안, 서울특별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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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현화 방안

구분 사업규모 사업기간 기대효과 비고

기추진
사업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금천구 독산동(금천 
IC)～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남단)

2010
～2020

G밸리 연접구간 지하화로 
동서간 유입교통량 감소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도로개설 폭 
4차로(12~26m), 연장 

453m(지하차도 폭 
2차로, 연장 310m)

2013
～2018

경부선 철도로 인한
 동서간 단절 해소

지하철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충 
추진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1개소, 확장 

2개소(4번, 6번 출구)

2013
～2019

출퇴근시 혼잡방지

G밸리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 조성사업

G밸리 주요지점 
전기버스 노선 시범 도입

2016 이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신규제안
사업

수출의다리 램프 신설 - - 동서간 연계 강화
(수출의다리 교통정체 해소)철산교 확장 - -

단지내부 홀수차로제 
도입

- -
단지내 교통 소통

향상

<표 6-6> 교통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진사업

주요 사업별 실현화 방안

공공정책사업 연계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관리

 G밸리에 대한 총3개 분야 6개 부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내용에 따른 사업

방식을 제안하여 실현화를 도모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개공지되살리기사업” 등과 연계하여 단기적으로 외부공간 

개선을 시행토록하고, 금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한다.

 교통개선과 관련하여 철산교 확장 및 홀수차로제 운영 등을 포함하여 G밸리 

전반적인 교통체계관리방안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세부사업내용 시행주체 사업(관리)방식 비고

융복합거점조성 전략거점조성 ∙산업혁신 및 종사자 지원시설 도입 공공/민간
∙구조고도화사업
∙개별부지별 
건축인허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

단위계획)수립을 
통해 구체화

특화가로활성화를 
통한 교류공간 마련

체험거리 조성
(3단지 순환축)

∙공개공지 조성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전면부 입면 형태 개선

공공/민간

∙공개공지되살리기사
업등 공공정책사업

∙부지별 신축개발시 
확보

디지털로 
메인스트리트화

∙공개공지 개선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전면부 입면 형태 개선

공공/민간

역세권~수변공간 
연계축 가로활성화

∙공개공지 조성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전면부 입면 형태 개선

공공/민간

종사자 
친화형환경 조성

Green Area 확보
∙유휴공간 정비활용 공공

∙공개공지되살리기사
업 등 공공정책사업

∙거점내 녹지공간 확보 공공/민간
∙개별부지별 
건축인허가

교통개선

∙두산지하차도 건설계획 공공 ∙도로개설사업 사업시행 중
∙철산교 확장 공공 ∙도로개설사업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

단위계획)수립을 
통해 구체화

∙홀수차로제 도입 공공 ∙공공정책사업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공공 ∙공공정책사업

<표 6-7> 주요사업별 실현화 방안



준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 방안  제6장 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229

1  건축물 
밀도(용적률)에 
관한 가이드라인

<그림 6-31> 공공시설 
제공시 허용용적률

6.2 G밸리 재생 및 활성화

4) 종합가이드라인

현황 및 기본방향

 G밸리는 단지 전체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은 400%이하를 적용한다. 

‑ 다만 신규 개발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공개공지 의무확보 

면적 이상 조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용적률 400%~480%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기존 제조업 공장은 평균 250%이하로 법적 용적률

(400%)의 약 60% 수준이다.

구분
계 1단지 2단지 3단지

대지수(개) 비율(%) 대지수(개) 비율(%) 대지수(개) 비율(%) 대지수(개) 비율(%)

250%이하 134 52.3 21 31.3 21 51.2 92 62.2

400%이하 24 9.8 7 10.9 3 6.9 14 9.4

400%초과 95 37.1 35 56.2 19 41.9 41 27.7

공지 2 0.8 1 1.6 - - 1 0.7

계 255 100.0 64 100.0 43 100.0 148 100.0

<표 6-8> 단지별 용적률 현황

 향후 신규개발 시 법적용적률 400% 기준으로 약 143만㎡의 신규 개발이 예상

되지만,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이 없이 지식산업센터 위주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G밸리 내 신규개발 시 용적률 적용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과도한 규제는 G밸리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향후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영 및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

용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 설정

 G밸리 외부 공간 관리 및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한계선 등 가이드라인 준수 시 

허용용적률 400%를 일괄 적용하여, 기 개발지와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단, 용도구역 변경이 수반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와 연계하여 공공기여를 유도한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5에 따라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25%이상을 산업기반

시설과 공공시설 등 현물 또는 기금으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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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가로 저층부에 
관한 가이드라인

3  주요 부문별 
가이드라인

주요가로 저층부 등에 관한 사항

 G밸리 내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가로축을 설정하고 위계 및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가로별 계획방향을 기반으로 권역별 종합가이드라인 

지침도를 작성하며,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구분 계획방향

광역
교통축

 • 대부분의 공개공지가 기조성 되어있으나, 공지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가 부족한 

상황으로, 종사자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 및 가로의 기능적 재편이 필요하다.

 • 지형의 레벨차로 인하여 보행로변으로 벽이 형성되는 공지는 계단식으로 재정비하여 

폐쇄적 느낌을 개방하고 접근성을 높여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유도한다.

 • 지원시설(홍보, 전시 등)이나 상업시설을 저층부에 위치하도록 계획하며, 가로에 

대응하는 저층부는 개방형 입면 및 용도개선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유도한다.

중심
발전축

 • 중심발전축 특성화가로는 3단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가로이며, 상당부분 

지식산업단지로 개발이 진행된 단계이다.

 • 공개공지 연계 및 공간개선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제조업 공장부지는 

담장허물기를 통하여 공지 확보 후 주변 공개공지와 연계한다.

 • 일부 업무시설 및 연구원 건물의 가로에 대응하는 저층부는 개방형 입면 및 용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홍보, 산업체험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저층부에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내부
순환축

 • 내부순환축 특성화가로는 3단지내 동서방향으로 조성된 가로이며, 가산디지털역에서 

안양천수변공간으로 이어지는 축이다.

 • 전면공지 확보로 휴게공간 등을 계획하고 오픈형 벽면으로 개방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 균일한 폭의 전면공지를 확보하여 가로휴게공간 및 이벤트공간으로 활용하고,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 담장허물기를 통해 기존 대지내 녹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표 6-9> 주요가로 저층부 등에 관한 계획 방향

차량진출입 계획

기본방향 

 개별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을 최소화하고 인접대지와 공동사용 등을 권장하여 보행

흐름 단절의 최소화 및 도로 일부 구간 차량 정체 해소를 도모한다.

계획지침

 가로의 연속성을 위해 차량 진출입 구간을 1개소 초과 개설을 금지하고, 차량 

진출입구는 인접건물을 고려하여 집중 배치(공동 진출입구 등)함으로써, 가로연

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다. 

 미개발된 부지가 2개 이상 연접되어있을 경우, 자율적 공동차량출입구를 지정

하여 부지별 개발 시기에 맞춰 조성토록 하고, 2면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의 

경우 위계가 낮고 보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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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차량진출입 가이드라인 예시

저층부 형태 및 벽면

기본방향 

 저층부 상점의 개방성 및 시각적 연속성, 보행의 연속성 등은 가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보도와 단차가 없는 건물계획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개방형 입면, 

아케이드 계획 등으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계획지침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전면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계획하고, 인접건물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저층부의 높이를 계획한다.

 저층부에 상업·문화시설 설치 시 각 상점별로 가로에 면하는 진출입구 설치하며, 

벽면은 투과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한 이용과 활동을 유도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디자인한다.

‑ 투과율이 낮은 컬러유리 및 컬러필름지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 기존 건물은 간선가로에 면한 벽면을 개방형 입면으로 변경하도록 리모델링을 

유도한다.

<그림 6-33> 저층부 형태 가이드라인

<그림 6-34> 저층부 가로변 출입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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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부 벽면지정선

기본방향

 가로공간에 연속성을 부여하여 쾌적성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로를 따라 저층부 

시설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자의 시설이용을 증대한다.

계획지침

 주요가로축에 건축물의 벽면지정선(5m)을 계획하여 건축물의 저층부(2~3층) 

벽면을 지정선에 맞추어 계획한다.

 주요 가로축 중 아케이드 조성을 위한 벽면한계선이 계획된 가로는 1층부를 해당 

벽면한계선(2m 후퇴)에 맞추어 계획한다.

‑ 벽면선과 도로선이 평행하도록 배치하고 인접한 건물의 전면 건축선과 일치

시켜야 하며, 전면도로변 벽면의 1/3이상이 접하도록 유도한다.

저층부 용도

기본방향

 주요 가로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혁신앵커시설 및 G밸리스토어를 

저층부(1/2층) 권장시설로 제안하고, 가로 전면부 저층부 전체면적의 50%이상을 

도입하도록 하여 가로공간과 면하여 충분한 기능발휘가 가능하도록 한다.

‑ G밸리스토어 : G밸리 내 생산품에 대한 연구·생산·전시·교육·판매 등 

산업의 전 과정의 체험 및 기업별 홍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관리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은 인허가 절차 시 협의하여 결정

계획지침

 1층 바닥면적의 50%이상 또는 1,2층 연면적 합의 70%이상을 상업/문화/복지

시설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저층부 권장시설로는 체험스튜디오, 박물관, 전시장, 기업홍보관(공공에게 개방), 

미니도서관, 어린이집, 판매 및 영업시설(소매시설 및 상점에 한함),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제외)을 권장한다.

‑ G밸리스토어(산업체험공간) 조성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림 6-35> 저층부 용도 가이드라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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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기본방향

 가로공간에 머무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계획하여 

가로의 활력 부여를 도모한다. 개별부지의 개발여부 및 대지규모 등에 따른 보행자 

동선 단절 등 현황을 고려하여 G밸리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계획하였다. 

계획지침

 인접대지 연계부에 지장물 설치를 금지하고 전면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며, 저층부 

용도와 연계하여 공연, 전시, 이벤트 등 적극적인 공간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저활용되고 있거나 단절되어있는 공개공지의 경우, 녹지공간 확충, 단차 없는 

공지조성, 휴게공간 설치, 단절공간 개선 등 가로의 활동을 공지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유도한다.

‑ 주요축 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8m이상의 건축한계선을 

계획하였으며,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경우 시각적 

연계성을 위하여 공공보도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바닥포장을 계획한다.

<그림 6-36> 유형별 공개공지 조성 가이드라인 예시

담장

기본방향 

 보도변을 따라 설치된 담장으로 인하여 폐쇄적 가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 

건물의 가로 대응에 한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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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개방형 가로를 조성하여 보행자와 저층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담장

설치를 지양한다.

계획지침

 폐쇄적인 가로환경을 만드는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에 설치된 담장의 경우,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 가로와의 연계 및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하며, 영역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경계석 시공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 대지와 대지사이(인접건물과의 공간)에는 서로의 공지를 가로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장설치가 가능하다.

‑ 담장을 설치해야할 경우(창고형공장 등), 투시형담장으로 설치하거나(매쉬소재 

사용금지) 차폐용 수림을 식재하도록 한다.

<그림 6-37> 담장 가이드라인 예시

색채 및 재료

기본방향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색채 및 재료사용은 시각적 공해이자 환경의 질을 

저하시킨다. 주변의 건축물,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및 재료계획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가로공간을 유도한다.

계획지침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저채도의 색채사용을 유도한다.

‑ 전면과 측후면의 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으로 사용하고, 저층부 벽면에 

저채도의 그레이 및 브라운계열 사용을 권장한다.

 본래의 건축재료가 지닌 색채 및 소재감을 최대한 살려서 재료를 사용한다.

‑ 주변과 조화를 위해 유사한 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저채도의 대리석(화이트, 그레이, 

브라운계열), 목재사이딩 치장, 투명유리, 철제프레임의 사용을 권장한다.

<그림 6-38> 색채 및 재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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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적 측면

6.3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방안

1) 온수산업단지 현황과 재생과제

물리적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 노후화

 1971년 온수산업단지 준공 시 건축된 상당수의 공장건물이 2015년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건축물의 54.5%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안전

사고 등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부천권역의 경우 최근 10년간 신축·증축·개축된 건물연면적이 각 권역별 총 연면적의 

40.7%인 반면 서울권역은 6.5%에 불과하며, 이는 서울권역에 지정된 특별계획구역 

때문에 신축·증축·개축이 곤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산단명 전체
30년이상
건축물

20년이상
~ 30년미만

10년이상
~ 20년미만

최근 10년 
미만

온수
산업
단지

연면적(㎡) 105,346 57,410 3,255 23,865 20,816

비율(%) 100.0 54.5 3.1 22.7 19.8

서울
권역

연면적(㎡) 64,640 37,202 1,969 21,239 4,230

비율(%) 100.0 57.6 3.0 32.9 6.5

부천
권역

연면적(㎡) 40,706 20,208 1,286 2,626 16,586

비율(%) 100.0 49.6 3.2 6.5 40.7

<표 6-10> 온수산업단지 건물 노후도

<그림 6-39> 온수산업단지 건물 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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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부족

 노후 산업단지로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도로 이외의 기반시설 대부분이 미비한 

상황이다.

‑ 기반시설 대부분은 2차로 이하의 도로이며, 다른 산업단지와는 달리 공단이 

도로를 소유하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기타 공공시설부지 및 지원시설부지는 나대지로서 현재 운전면허학원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이다.

‑ 녹지, 공영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무한 실정이다.

종류 면적(㎡) 비율(%)

도로

계 33,765 100.0

2차로 이하 25,922 76.8

3치로 이상 - -

기타 공공시설 부지 7,843 23.2

녹지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오폐수처리시설 - -

<표 6-11> 온수산업단지 건물 노후도

<그림 6-40> 온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현황

과제 도출 :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

 산업단지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고, 산업단지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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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적 측면 기계산업의 경쟁력 약화

내수저부가가치형 기계산업 중심으로 경쟁력 지속적 저하

 2000년 이후 27.4%의 업체가 유출(59개소)되어 2013년 기준으로 156개 업체가 

운영 중으로 입주업체 총수 중 88%인 137개 업체가 기계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작은 면적 내에 많은 업체 수가 입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소규모 기계 위주의 

산업단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영세화·양극화된 산업구조

 산업단지 생태계 분석 결과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연계고리가 미약하고 각 업체별 

생산품에 따른 개별적 업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간 양극화된 산업구조(중견

기업 : 28%, 영세기업 : 72%)로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 기존 기업의 철수 혹은 규모 축소로 인한 부지나 공장의 임차화가 가속되고, 

이에 따라 소필지 및 소공장이 양산되어 영세화 되었다.

생산액 및 수출액 하락세

 산업단지의 규모 및 고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온수산업단지는 

감소한 후 유지되는 추세로 생산성 및 수출액 또한 하락세에 있으므로 서울시 

유일의 일반산업단지인 온수산업단지의 경쟁력 하락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41> 온수산업단지 고용자 및 생산액 변화

과제 도출 : 온수산업단지 위상 정립과 점진적 고도화 필요

 조성 완료된 서울시 유일의 일반산업단지인 온수산업단지의 경쟁력 하락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서울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 관내 산업단지와 산업밀집지역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며 온수산업단지 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발전방향 및 전략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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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적 측면

 온수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은 제조업의 약화 및 지식기반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온수산업단지의 산업은 내수저부가형 산업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점진적 고도화가 필요하다.

노후산단의 재정비 필요

건축물 증․개축 불가로 자연재해에 무방비 노출

 온수산업단지 자체의 노후도 증가로 노후건축물 입지에 따른 안전위험이 증가

하고 있으며, 서울권역내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한 축대를 방치하는 등 산업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의 진입로 공유로 안전 문제 발생

 온수산업단지(서울권)는 별도의 진입도로가 없어 인근지역 주민과 도로를 공유

하는 상황이며,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부지는 현재 운전면허학원으로 임대 운영

되고 있어 이들 차량으로 인해 생활가로가 혼잡하고 사고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산업단지와 주거지의 진입로 분리를 통한 환경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차 만연

 온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 중 주차장 시설이 전무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근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미흡한 실정

으로 단지 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다.

<그림 6-42> 온수산업단지 및 주변 주거지의 환경문제

과제 도출 : 환경적으로 안전한 단지 조성을 위한 재정비 방안 마련 필요

 산업안전 및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온수산업

단지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시범적으로 

재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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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기능적 측면 서울시계지역의 위상변화, 새로운 기능모색 필요

산업단지 내 기업유출 가속

 온수산업단지는 과거 구로공단 및 서남권 일대 대규모 공장에 물자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기 편리한 지역으로 시 외곽에 입지하여 기계제조업이 집적하고 있는 산업

단지였으나 생산품의 수요자 및 원자재 공급자였던 구로공단 및 경인로변 대규모 

공장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의 외곽지역에 대하여 규제위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온수산업단지와 일대 주거지역을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광역생활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서울의 외곽지역은 두 도시를 잇는 연계거점으로 부각되고 있기에 

온수산업단지의 역할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6-43> 온수산업단지의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성

 특히 과거 정부정책은 주택의 양적 공급 위주로 이루어 졌으나 현재 주요한 정책

기조는 주거지와 함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고 이들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정책 수반이 

필요함을 강조함에 따라 서남권 주거지를 지원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공간으로 

온수산업단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과제 도출 : 광역 연계 거점으로서의 온수산업단지 위상 정립 필요

 도시 외곽지역이 아닌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연계 거점으로서의 온수산업단지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며 서울 서남권 주거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공간

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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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단지 관리 측면 통합적 관리방안으로 경쟁력 제고 필요

관리 및 운영주체 불명확 

 온수산업단지는 관리와 운영이‘서울시-구로구-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부천시-

경기도’등 여러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산업단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고 준공 이후 산업

단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관리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으며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산업단지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재생방향 설정의 한계

 시계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서울과 부천권역의 이원적인 관리구조를 가지고 

있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해있어 산업단지의 재생방향에 대한 각각의 

주체(서울-부천 / 업체-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민간이 세운 

최초의 일반산업단지로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공공지원이 미흡하여 산업단지를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과제 도출 : 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 필요

 온수산업단지는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공모한 ‘산업

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시-㈔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부천시-구로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대상단지(재생사업 유형)로 선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재생계획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6-44> 온수산업단지의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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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상 및 목표

6.3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방안

2) 온수산업단지 미래상과 재생전략

미래상 및 목표

 온수산업단지는 마곡과 G밸리와 연계하여 제조업 기반의 토착산업과 신기술

(ICT)를 융합하여 현재 경인 산업축의 연계 거점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남권 내 

공생형 제조기반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서울형 Industry 4.0 거점단지로서 

위상을 가져야 한다.

 준공업지역의 3대 재생목표 중 하나인 영세·토착산업의 보호 및 육성과 연계하여 

온수산업단지 내 기존 영세·토착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

‑ 기계산업 위주의 현재 산업구조를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기술융합형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시행하기 위해 기술융합형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산업단지의 환경개선 및 영세업체 지원을 통해 기존 

산업기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의 선제적 지원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점전적인 재생을 유도하도록 한다.  

<그림 6-45> 온수산업단지의 재생 목표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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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전략 단기전략 :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영세업체 지원

영세업체 지원 : 산업정책+공간정책(환경개선)

 현재 온수산업단지는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한 상태로 온수산업

단지관리공단 차원에서 교육 등을 실시한 사례는 있었으나 단발적인 시도로 

호응도가 높지 않았고, 구로구나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영세업체 지원정책 등을 온수

산업단지에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초적인 도로,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통해 산업체 근무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관리기본계획 변경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대 민간에서 조성한 첫 번째 산업단지로 현행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으며, 관리기본계획은 수립

되어 있으나 공장의 배치나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선정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관리기본

계획의 재정비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한다.

중장기전략 : 산업단지의 제조업기반 점진적 고도화

공공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점진적 산단 재생

 공공주도로 산업단지 내 가용지를 활용하여 앵커기능 도입을 통해 산업단지의 

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선도사업으로 기능하도록 추진한다.

 주요 가용지인 온수관리공단부지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부지를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앵커시설을 도입하도록 한다. 

제조업기반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운영

 공공의 지원을 통한 선도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재생의 활성화를 유도하되, 민간 

차원의 자생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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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추진전략

6.3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방안

3) 단계별 세부추진전략

중소기업 지원시책 활용 입주기업 지원

개선방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네트워킹, 해외판로 개척 등의 기업지원 사업 

등을 온수산업단지에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전체 지원유형 중 특히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확대

하게 되면‘(가칭)산단만들기’등의 사업을 통해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혹은 

협의체가 주관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가로 모색한다.

실현방안

 중앙정부, 서울시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필요한 입주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입주기업의 

수요가 높아지면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 사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추진하고, 추후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산업단지 인프라의 개선

개선방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기반시설 등의 정기적 안전진단 추진(민간전문가), 안전

컨설팅, 안전진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영세 제조공장의 옹벽보수 등을 위한 

장기처리 융자 등을 지원하고, 노후 축대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우선 보수한다.

실현방안

 안전분야 전문가를 통한 산업단지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옹벽 및 

노후 공공시설은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보수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클린

사업장 등 작업장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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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추진전략

온수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

개선방안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공모사업재신청, 2015)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관리계획체계를 재정립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온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분리시켜 재정비하여, 서울(구로)-부천간 통합 관리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산업단지의 관리를 추진한다.

<그림 6-46> 산단관리체계 정비

공공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전략(앵커)시설 도입

가용지 현황

 온수산업단지 관리공단은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 소유자로 운전학원에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온수관리공단부지 및 자동자

운전전문학원 부지는 온수산업단지 내 실질적 가용지로서 동 부지에 산업고도화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앵커시설을 도입한다.

전략시설 도입방안

 개발가용지로 검토된‘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서울온수산업단지 관리공단본부’

부지에 전략기능을 도입한다.

‑ 기계제조업 중심의 온수산업단지 기존 산업기반의 보호 및 점진적 고도화를 

위한 앵커시설로 제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의 도입을 추진한다.

‑ 제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체 및 벤처기업의 입주시설로서 현재 산단 

내 입주 제조업종 업체 유치 및 재입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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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별 세부 실현방안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을 활용(리모델링)하여, 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교육, 컨설팅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근로자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자동차학원부지는 산업고도화를 위한 앵커시설를 도입하여 제조업 기반의 산업공간, 

R&D센터, 지원시설 등 복합 앵커시설을 통한 산업 고도화 기반을 조성한다.

※ 전략(앵커)시설 부지 계획(안)은 세부계획 수립 시 조정가능

<그림 6-47> 온수산업단지 내 전략(앵커)시설부지 계획 예시(안)

제조업 기반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운영

기본방향

 공공지원을 통한 전략시설 도입과 함께 온수산업단지 기업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업체의 점진적 재생을 유도한다.

인센티브 운영방안

 서울권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20m이하)는 유지하되, 서울-부천 간 

통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권장하는 용도(지식산업센터) 입지 시 높이 

완화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점진적인 산업고도화를 유도한다.

‑ 현 지식산업센터 입지 시 7층, 30m에서 층수제한을 없애고 30m이하의 

높이규정을 도입한다.

‑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입지 시 건폐율 완화(60%→70%)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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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현화방안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 수립(통합 관리방안 마련)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 수립

 온수산업단지는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공모한‘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서울시-㈔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부천시-구로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대상단지(재생사업 유형)로 선정되었다.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의미하며,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 및 제39조의9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고시(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포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10) 할 수 있다.

 재생사업지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관리기본계획의 재정비이다.

공공지원 및 다수의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도시

첨단산업단지 수준인 40%로 완화(기정 50~60%)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산업용지의 분양 이윤율 또한 최대 15%로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복합용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만 지정하여 용적률을 350%까지만 

허용하였지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상 용적률 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산업단지 주변과 통합하여 재생지구로 개발이 가능한 범위가 

산단 면적의 30%→50%로 완화되었고 총괄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어 수많은 결정사항

들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사업추진속도가 빨라지는 등 장점이 있다.

 공공의 지원으로는 부지조성비, 공동구 건설비, 기반시설비, 이주대책사업 등의 

다수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기에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의 추진가능성이 향상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분 지원사항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준인 40%(기정 50~60%에서 완화)

복합용지 용적률 법상 용적률 최대한도 400% 가능(기정 350% : 일반공업지역으로만 지정)

주변지역과 연계정비 산단 면적의 50%내외의 주변지역과 연계정비(기정 : 30%)

사업추진의 용이성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속한 사업 추진

비용 지원 부지조성비, 공동구 건설비, 기반시설비, 이주대책사업 등 다수의 비용 지원

개발 사업성 산업용지 분양 이윤율 최대 15% 허용

<표 6-12> 노후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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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지원

개선방안

 부천권역과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하나의 산업단지, 하나의 관리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온수산업단지는 행정구역이 중첩되어 있으며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이 인접해 

있고, 입주기업 역시 임차여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이나 입주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식

적인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단지 내·외부 및 전문가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점진적인 산업재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현방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재생추진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민관 대표가 참여하는 현 

위원회 구조에서 시작하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의 점진적 전환을 

시도한다.

 공공주도의 운영이 아닌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이 중심이 되어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조례개정 등)

개선방안

 산업단지 조례 제정(또는 현재 시행중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산업입지법 상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반영을 통해 민간의 사업 참여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위임사항으로는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윤율,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 산업

시설용지에 대한 입주우선순위 등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 재생사업지구에 적용

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산업입지법) 등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추가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사항,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에 대한 서울시 지원근거 등을 마련 국가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점진

적인 산업재생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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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6.3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방안

4) 종합가이드라인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온수산업단지는 2008년 5월 29일에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81호)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하지만 이는 서울권역에만 해당되고 부천권역에는 별도의 관리지침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러한 이원적인 관리로 인하여 높이·밀도 등의 규제사항이 있는 

서울권역과 다르게 부천권역의 경우에는 건폐율 80%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여타의 규제사항이 없다.

<그림 6-48> 온수산업단지 주변 지구단위계획 현황

개선 관리기준(안)

 서울-부천권역을 통합하여 온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하여 별도의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한다. 

‑ 현재 온수산업단지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세부개발계획수립 없이 개별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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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에 관한 
가이드라인

<그림 6-49> 서울-부천 온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안) 

 온수산업단지는 서울권역과 부천권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를 통합 관리할 체계가 

없기에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분리하여, 온수산업단지의 서울권역을 

부천권역과 연계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는 추후 재생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을 협의의제를 

통해 적용할 수 있기에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시설부지 용도지역

현황 및 문제점

 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혼재하고 

있다.

‑ 산업단지 내 전략(앵커)시설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개발가용지 중‘자동차운전

전문학원’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지정되어 용적률을 200%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토지이용별 비율
비고

종류 서울권역 부천권역 전체면적(㎡) 비율(%)

계 107,012 50,548 157,560 100.0

준공업지역 95,203 50,548 145,751 88.96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1,809 - 11,809 11.04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표 6-13> 온수산업단지 용도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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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선 관리기준(안)

 전략(앵커)시설 부지 계획 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검토한다.

‑ 개발가용지로서 전략(앵커)시설로 개발이 가능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부지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로 지정되어 있어, 현 용도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0%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내 필요한 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략(앵커)시설 부지 개발 시‘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용적률의 완화(주거지역:200% → 준공업지역:400%)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업지역은 추가 지정이 제한되므로 

반영구적으로 준공업지역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의 해제를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

가구 및 획지 

현황 및 문제점

 온수산업단지는 과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로 당시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과소필지가 다소 존재하고 필지의 형상이 

부정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온수산업단지 내에는 1,200㎡ 미만의 부지가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 필지가 대다수이다.

구분 개소(개) 비율(%) 면적(㎡) 비율(%)

~ 90㎡ 미만 30 19.1 1,052.9 0.8

91㎡이상 ~ 600㎡미만 48 30.6 14,578.3 10.7

600㎡이상 ~ 1,200㎡미만 39 24.8 34,494.2 25.3

1,200㎡이상 ~ 1,800㎡미만 17 10.8 25,702.7 18.9

1,800㎡이상 ~ 2,400㎡미만 10 6.4 20,760.7 15.3

2,400㎡ 초과 13 8.3 39,493.5 29.0

합계 157 100.0 136,082.3 100.0

<표 6-14> 온수산업단지 내 필지 규모

개선 관리기준(안)

 체계적인 획지계획을 통하여 개발규모를 관리하고 추후 개발 시 도로 보수 및 

산업지원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계획하여 민간이 점진적·순차적으로 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되, 장래 여건변화와 개발 시 실수요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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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지형 및 현황 필지구조를 고려한 적절한 개발규모의 기준을 마련한다.

‑ 온수산업단지 내 도로를 제외한 필지의 평균 규모는 약 870㎡이고, 1,200㎡ 

미만(과소필지 30개:19.1%)의 부지가 약 75% 이상으로 소규모 필지가 

대다수고 산업단지의 동·서측의 지형 차(약 7~9m)가 심하여 지형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이 필요하다. 

‑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부지규모를 살펴보면 G밸리는 약 6,800㎡이고 비산업단지는 

약 5,300㎡이며,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

방안 연구, 2014)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개발 시 부지의 최소면적은 약 2,500㎡의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구분 산업단지(G밸리) 非산업단지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개발부지 평균면적(㎡) 6,800 5,300 약 2,500(최소 면적)

<표 6-15> 지식산업센터 개발부지 면적 사례

 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온수산업단지 내 평균 필지규모를 적용, 지식산업센터 

건립 가능한 최소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필지 3~4개소가 합필되어 개발 가능한 

규모인 3,000~4,000㎡를 적정 단위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6-50> 온수산업단지 가구 및 획지 계획(안)

※ 세부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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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높이, 
용적률, 용도)에 
관한 가이드라인

높이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부천권역의 경우에는 높이에 관한 규제사항이 없으며, 서울권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최고고도지구(20m 이하)를 적용받으며 산업단지 내부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최고

고도지구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산업단지의 대부분은 높이 제한을 적용 받고 

있다.

구분 부천권역 서울권역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20m 이하)
건폐율 80% 60%

높이계획 없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7층 40m 이하 5층 20m 이하 7층 30m 이하

<표 6-16> 온수산업단지 내 높이 및 건축규제 현황

<그림 6-51> 현재 밀도/높이 관리기준

개선 관리기준(안)

 현재 서울권역에만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가칭)서울-부천 온수산업

단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 전체로 확장시켜 온수산업단지의 

통합적인 관리규제가 필요하고 이는 서울시와 부천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또한 지식산업센터(제조형) 입지 시 건폐율 및 높이 등의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구분 온수산업단지 건폐율·높이 계획 예시(안)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20m 이하)

건폐율 70%(제조형 지식산업센터 입지 시 조건부 완화)

높이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40m 이하 20m 이하 30m 이하

※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기준은 이미 폐지(지구단위계획에 반영 필요)

<표 6-17> 온수산업단지 건폐율·높이 계획 예시(안)

<그림 6-52> 개선 관리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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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온수산업단지는 단지의 대부분이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은 400% 이하를 

적용하고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200% 이하이다. 

 하지만 온수산업단지 내 건축물은 대부분 4층이하의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다.

 온수산업단지 내의 평균 용적률 현황은 약 78%이고, 이 중 서울권역은 약 

82%, 부천권역은 약 74%로 용적률 40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구분 용적률(%)

산업단지 전체 78.02

서울권역 81.82

부천권역 74.11

<표 6-18> 온수산업단지 용적률 현황

개선 관리기준(안)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별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번 재생사업지구 선정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활발한 재생사업추진이 예상되는바 세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재생계획(실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의제 포함)에 반영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

 온수산업단지 외부공간 관리 및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한계선 등 가이드라인 

준수 및 권장용도(지식산업센터 등) 계획 시 허용용적률 400% 적용 등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건축물용도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온수산업단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중 입주대상

업종을 살펴보면 지식기반제조업, 기타 제조업(공해발생업종 제외), 아파트형 

공장, 기타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정유해물질·폐수 및 대기오염 등이 발생하는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입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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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

업종 입주대상업종

지식기반제조업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기타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염색, 
피혁 등) 대기오염 다량 배출업종(타이어,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아파트형공장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중 아파트형공장에 적합한 공장 
및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2호에 의한 산업

기타업종 입주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산업

<표 6-19> 온수산업단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대상업종 

개선 관리기준(안)

 현 관리기본계획 상 폭넓게 입주업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조를 유지하여 

재생계획(실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의제 포함) 수립 시 재정비를 통해 다양한 

업종이 입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 재생계획 수립 시 용도계획 수립을 통해 현 관리기본계획 상 수립되어 있는 

용도계획을 적용하여 다양한 업종이 입지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특정유해물질 

유발 업종, 폐수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업종, 대기오염 다량 배출업종 등 

주변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업종들의 입지는 지양한다.

 산업단지내 권장용도를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를 제공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공원·녹지 및 공지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온수산업단지는 도로 외의 기반시설은 대부분 미비하고, 내부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녹지 및 공지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림 6-53> 온수산업단지 내 공원·녹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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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관리기준(안)

 기반시설 확충 가능 후보지 선정 및 새로운 개발 시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한다. 

‑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전략 부지 및 

공장건립 등의 개발계획 시 사업부지의 기부채납을 통해 녹지축을 계획한다.

 주요축 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하여 신축 시 건축한계선을 

계획하고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경우 시각적 

연계성을 위하여 공공보도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바닥포장을 계획한다.

 대규모 기반시설의 확충이 가능한 후보지는 다음 아래와 같다.

 ① 온수산업단지 주변 : 온수동 97-1, 96번지 일대 (면적 : 5,482㎡)

‑ 산업단지 경계부 확장 검토 및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조성 검토가 필요하다.

 ② 온수산업단지내 : 온수동 99번지(면적 : 3,271㎡)

‑ 현재 관리공단이 임차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그림 6-54> 공원·녹지 점진적 확충방안

도로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온수산업단지 서울권역의 경우 별도의 진입도로 없이 입주업체와 인근 주거지내 

주민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어 진입로를 공유하는 주변지역 아이들과 노약자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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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2차로 이하 도로이며 기타 공공시설부지 및 지원

시설 부지는 나대지로서 현재 운전면허학원으로 임대 중이고, 온수산업단지내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운송 및 이동하는 차량의 흐름이 열악한 상태이다.

<그림 6-55> 온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현황  

           

                

개선 관리기준(안)

 현재 입주하고 있는 공장의 철거를 통하여 조성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공장

용도가 입지하는 경우 건축한계선 및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개공지 및 도로를 확폭

하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온수산업단지 내 도로 폭의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부일로(온수역 방면)에서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주 진입로의 미

개통으로 온수골 마을길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 차량 및 보행로와 

분리된 안전한 산업단지 진입로를 우선 확충토록 한다.

<그림 6-56> 기반시설 점진적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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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 외관에 관한 
가이드라인

담장 설치계획

 폐쇄적인 가로환경을 만드는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에 설치된 담장의 경우,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 가로와의 연계 및 개방감을 확보한다.

 영역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경계석 시공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대지와 대지사이

(인접건물과의 공간)에는 서로의 공지를 가로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장설치가 

가능하며, 담장을 설치해야할 경우(창고형공장 등),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거나

(매쉬소재 사용금지) 차폐용 수림을 식재하도록 한다.

색채 및 재료 계획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저채도의 색채사용을 유도

하며, 전면과 측후면의 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으로 사용한다.

 저층부 벽면에 저채도의 그레이 및 브라운계열 사용을 권장한다.

 본래의 건축 재료가 지닌 색채 및 소재감을 최대한 살려서 재료를 사용하며, 

주변과 조화를 위해 유사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저채도의 대리석(화이트, 그레이, 브라운계열), 목재사이딩 치장, 투명유리, 철제

프레임의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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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권계획과 연계

제7장 실행방안

7.1 법정계획과 연계

1) 생활권계획, 관련 기본계획 등과 연계

｢2030 서울플랜｣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과 연계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생활권계획의 구성과 주요내용

 국토계획법 제19조,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3-1-1에 의해 수립되는 생활권

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생활권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

하여 생활권의 발전방향, 도시관리 구상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생활권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권역(대생활권)별로 구체화하여, 권역 발전의 

목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권역계획과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관리구상을 제시하는 지역계획으로 구분된다.

 생활권계획은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으로 구성되며, 이슈별 계획은 2030 서울

플랜의 권역구상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권역·지역의 종합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부문이며, 공간계획은「2030 서울플랜」의 공간구조 및 토지

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이슈별 계획의 실현을 위해 장소단위의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2030 서울플랜」에서 위임된 지구중심의 조정 

등을 포함한 중심지체계 분야, 용도지역 및 높이관리, 기반시설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공간계획 수립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수립한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생활권계획 연계방안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생활권계획 공간계획의 부문별계획 중에 하나인 

용도지역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내용의 역할을 가지며, 권역생활권, 지역생활권

계획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세부내용의 역할을 수행한다. 

 14개소 지역(산업)생활권계획은 지역생활권계획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세부계획

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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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기본계획과 연계

3  개발진흥지구 지정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과 연계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해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은 정비사업에 관한 주요 계획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정비기본계획 연계방안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전략재생형으로 지정되는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으로 간주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 재생유형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개발진흥지구 지정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연계방안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산업 활동이 활발하고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특정산업육성 

및 산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지정할 수 있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산업 활동을 분석하고, 특정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계획, 공공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을 장려하고, 산업지원센터, 

임대산업시설 등 산업의 앵커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업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한다.

‑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육성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비공업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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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정책인 산업개발진흥계획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 및 용적률, 

기반시설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산업지원

① 용적률 완화 : 법정 용적률의 1.2배

② 세제감면 및 자금융자 

③ 기반시설 공공설치 :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그림 7-1>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절차

<그림 7-2> 법정계획과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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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업지역의
   관리원칙

7.2 준공업지역 조정방안

1) 준공업지역 관리원칙

｢2030 서울플랜｣ 상 준공업지역 관리방향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준공업

지역은 미래 신산업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면적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준공업지역의 추가지정 또는 타용도 지역

으로의 변경은 기존 산업공간 유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발전구상 등을 고려

하여 제한적으로 검토함”을 관리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공간구조, 토지이용현황, 공장비율, 밀도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공장부지 또는 이전지에 부득이하게 

주거용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신규지정 불허

 서울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며,「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불가하며,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곡산업단지와 같은 새로운 신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체지정을 

위한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공업지역의 관리원칙 : 총량을 유지하면서 신 산업거점개발 시 점진적 조정 추진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의 유일한 산업공간 및 일자리 공간으로서 기여도가 높은 공간

이다.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제조업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공간이고, 서울시 일자리

(전체의 10.3%, 제조업 32.6%)의 집적지로서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준공업지역의 역할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신 산업거점개발과 연계하여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유지(해제와 신규지정을 동시추진)하면서 점진적 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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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업지역의 
   지정/해제지역
   선정원칙

7.2 준공업지역 조정방안

2) 준공업지역 조정방안

전략적 산업육성의 필요성

신 산업거점 육성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신규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 대규모 거점개발로 일자리확충이 가능한 지역 등을 선별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대상지역은 산업단지, 대규모 개발사업구역 내 도시자족시설용지, 산업

시설 용도가 다수 입지하고 있는 지역 등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한다.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용도지역 정합성 유지

해제대상지역의 필요성에 기초한 우선순위를 설정, 단계별로 관리

 준공업지역 해제대상지역은 준공업지역 지정목적과 토지이용현황, 소유권 등을 

종합적인 검토하여 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준공업지역 신규 지정 시(해제와 신규

지정 동시 추진)에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주변 용도지역과 도시관리차원의 정합성 확보(용도지역 혼재 최소화)

 준공업지역 조정 시 주변 용도지역과의 도시관리차원에서 정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일정규모(1만㎡) 이상의 정형화된 형태의 부지를 대상으로 하되, 준공업지역 해제 시 

총량감소 최소화를 위한 자투리지역의 포함은 가능하다.   

대체지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총량감소 최소화

대체지정에 따라 해제지역과 신규 지정면적의 차이 최소화

 준공업지역 조정 시 신규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므로, 신규 지정

면적과 해제면적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준공업지역 총량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등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자투리지역의 활용

 준공업지역 총량감소 최소화를 위해서 도로 등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자투리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66

2  조정방안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

해제대상지역의 필요성의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해제필요물량에 따라 

점진적 대체지정 추진

 「국토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의 지정목적인「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시설인 국공유지, 국공유지, 기타 지역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일정규모 이상(1만㎡ 또는 5천㎡), 정형화된 형태의 부지선정 원칙을 적용하되, 

우선적으로 준공업지역의 역할 수행이 미미한 지역을 해제 대상지로 선정한다.

‑ 준공업지역 총량감소 최소화를 위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자투리지역(5천㎡

미만)을 포함할 수 있다. 

‑ 준공업지역 해제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는 사업의 공공성, 시급성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순위 조정이 가능하다.

구분 해당지역 비고

1순위
(도시계획시설인 

국공유지)

1. 도시계획시설인 국공유지로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
  1.1- 1만㎡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인 국공유지
  1.2- 5천㎡이상 1만㎡미만의 도시계획시설인 국공유지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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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
  2.1- 1만㎡이상인 국공유지
  2.2- 5천㎡이상 1만㎡미만인 국공유지
 ※ 국공유지로 둘러싸인 사유지 또는 용도지역 경계 정형화를 위한
     사유지일부 포함 가능(전체 10%이내)

3순위
(기타 지역)

3.사유지 등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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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1> 준공업지역 해제 대상지 선정기준

<그림 7-3>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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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건축물)용도

7.3 법제도 개선방안

1) 주요 법제도 보완사항

준공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 

 준공업지역내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 및 도시계획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에서 규정한 28개 건축물의 종류 중 21개종의 건축물이 건축

가능하다. 

 공장부지에는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하나 기숙사, 임대주택, 공장비율에 따른 

산업시설을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 공장부지 중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

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000㎡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공장부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기숙사, 임대주택 제외) 
   단, 공장비율에 따른 산업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확보 시 허용
 ∘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 관광휴게시설 
 ∘ 위락시설 
 ∘ 묘지관련시설 

재생유형별로 맞춤형 사업방식 적용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유형 및 사업방식을 적용

 공장부지에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을 보다 확대하여 전략재생형은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재생형(대규모, 중소규모 재생형)은 지구

단위계획, 주거재생형(공장비율 10%미만의 저층주거지)은 주택재개발사업, 가로

주택정비사업 등을 적용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사업방식에 대한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 

관련 규정 개정방향 

∙ 도시계획조례 제35조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사업방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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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공동주택 용적률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400%

이며 그 중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는 용적률 3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구 분 제55조 제1항 제55조 제4항

도시계획조례 400%이하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50%이하

(단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300%이하)

<표 7-2>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적용

역세권내 기숙사, 임대주택 건립 시 용적률 완화

현행 역세권 내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운영기준

 서울시에서는 기반시설과 경관 용량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장기

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법정용적률 50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 16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주택조례
제7조의 2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16조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6호

시장이 정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장기전세주택(시장이 SH공사를 통해 건설 
또는 공공·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표 7-3>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관련 법규

 현행 조례상 역세권내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도입기준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규정함에 따라 준공업지역 관리

방향과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기숙사, 임대주택을 준공업지역 내 역세권에 도입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역세권내 기숙사, 임대주택 도입방안

 준공업지역내 직주근접형 저렴한 청년 등 주거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역세권 

내 기숙사,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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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철도역의 각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내 주거기능밀집지

역(공장비율 10% 미만)인 3천㎡이상의 부지에 기숙사,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적용한다.

‑ 적용기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속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한다.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아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임대주택 적용범위]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5호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단,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준주택은 제외) 

 산업단지는 관련 계획에 따라 별도의 부지에 기숙사 또는 기숙사와 지원시설 

복합(공동주택 등과의 복합 제외)하여 건립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적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방향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호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역세권 내 기숙사, 임대주택 

확보 시와 산업단지 내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고, 3년간 

한시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산업시설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용적률 완화

현행 민간임대주택 건립 시 기준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일반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준공공임대

주택 건립 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250%이하)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

한 용적률(4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21조

[국토계획법  등에 관한 특례]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

<표 7-4>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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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규상 기준을 준공업지역에 적용할 경우 공장(이적지 포함)부지의 과도한 

공동주택단지화 우려, 기존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관련 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수준의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1만㎡이상 산업재생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산업시설(공공매입)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50% 용적률의 1/2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한다.

 민간임대주택(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경우는 산업부지 내에 

건축물로 임대산업시설을 동시에 확보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방향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2호를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특별

법에 따른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건립 시에도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복합개발 및 임대산업시설의 확보 시 용적률 완화

현행 임대산업시설 확보 시 운영기준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250%이하이나, 임대산업

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함)이 포함되는 경우 400%로 

완화적용이 가능하다.  

구 분 내 용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호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고시원(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
다만, 임대산업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

<표 7-5> 임대산업시설 관련 법규

 임대산업시설 확보대상의 확대(산업재생형 1만㎡이상), 준공업지역 내 전략적 

거점의 육성을 위한 전략재생형의 도입 등으로 단순히 임대산업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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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 및 임대산업시설 확보방안

 준공업지역 내 전략적 거점으로 전략산업, 지역중심, 직주근접 주거기능 등 3개 

이상 기능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복합 건축 시 용적률을 

480%(지역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블럭단위 통합재생 시 520%)까지 완화

해주는 대신 임대산업시설을 제공받아 영세사업자 및 산업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임대산업시설을 제공받는 방식은 별도의 부지 또는 산업부지 내 건축물(토지

공유지분 포함)로 선택하여 확보할 수 있다.

<그림 7-4> 임대산업시설 확보

관련 규정 개정방향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을 개정하여 준공업지역내 전략적 신 산업거점으로 

육성이 필요하고, 임대산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함)을 

확보하는 전략재생형의 경우 복합개발부지에 용적률 400%를 적용하되, 산업재생형

에도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산업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공동주택

부지에는 250%의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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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복합건물 허용
공장부지 내 공동주택 허용기준 

 조례 별표2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부지 내 공장비율(10~50%)에 따른 산업부지(10~50%)를 확보하고 

공동주택부지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만㎡이상 대규모 부지를 전제로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수평적으로 

구분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다양한 규모의 산업

재생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소규모 다양한 산업재생 활성화 방안

주거와 산업의 수직적 복합을 위한 산업복합건물의 허용

 중소규모(최소3천㎡~1만㎡미만) 산업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시설 연면적

(3/10~9/10)에 따라 용적률을 250~400%까지 차등하여 적용한다.

 산업시설 연면적은 도시계획조례 별표2 규정에 따른 해당부지의 공장비율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산업부지를 산업시설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인 산업시설을 확보할수록 개발가능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방향 

 조례 별표2 산업부지 확보비율 규정을 공장비율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산업

부지를 산업시설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산업용도용적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 별표2의2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서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

하며, 그 적용대상은 3천㎡이상부터 1만㎡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은 별표 2에 따른 사업구역 내 산업부지 확보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주차장은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분
전체 바닥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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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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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6>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3천~1만㎡미만 중소규모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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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지원시설 확대 산업부지내 지원시설 허용기준 

 지원시설 용도는 도시계획조례 별표2 규정,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지원시설 

허용용도, 위원회 심의 시 지원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서 산업부지 내 지원

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전체 산업부지의 건축물 연면적 20%

이하의 범위로 관리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도시계획조례 별표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가목 용도의 지원시설(해당 건축물연면적의 20%이하)
 계획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2009)

산업지원시설
- 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에 한함)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 운동시설 중 가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 4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율(전체 연면적 대비기준)
- 산업단지 :  연면적 20%이하
- 산업단지 밖 : 수도권 30%, 비수도권 50%이하

<표 7-7> 산업부지 내 지원시설 관련 법규/기준

 서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공장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시설의 지원기능 확대를 

위해 지원시설의 허용용도 및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부지 내 지원시설 허용방안 

 준공업지역이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생산자서비스와 사업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지의 권장시설을 설정하여 제조업의 지원과 신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산업시설과 더불어 교육과 여가, 지원센터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 및 준산업시설의 산업지원시설은 산업단지 외 지역은 전체 산업시설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30% 이내, 산업단지는 20% 이내로 하며, 기숙사는 

지원시설의 1/3 이내로 허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방향 

 도시계획조례 별표2 제3호 나목을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에 따라 허용

되는 용도와 허용범위로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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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법제도 개선방안

2)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5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다만,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제16조 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과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
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5 (생략)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
다.

 1.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고시원(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임대산
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
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
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트로 한다.

 2.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 ｢임대주택법」제16조제
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은 임대
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 「임대주택법」제2조제
3호의2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300
퍼센트로 한다.

   <신 설>

제35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
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
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
법｣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
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의2~5 (현행과 같음)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
다.

 1.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
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
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전략적인 산업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임
대산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트
로 한다.

 2.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
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
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
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
로 한다.

 3.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라목의 장기전세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300퍼
센트로 한다.

 4.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철도역의 각 승
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내 별
표 2에 따른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3천제곱
미터 이상의 사업구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400퍼
센트로 한다.

<표 7-8> 도시계획조례 신구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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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
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임대주
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
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
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용적률
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

[별표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

택 허용기준 (제35조제2호, 제7호 관련)
  1~2 (생 략)

 3.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

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제7호 판매
시설은 가목 용도의 지원시설(해당 건축물연면
적의 30%이하)에 한한다.

 다.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
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로 인정하는 경
우

4. 기타
 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공공시설부지의 위치‧용도‧비율과 공공시설 제

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하여는 도시환
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시 도
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를 거쳐 정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단, 다른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
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
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공
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
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
한다)

  6.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제
35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
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
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공공주
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
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용적률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1.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2.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
른 용적률의 15퍼센트

[별표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

택 허용기준 (제35조제2호, 제7호 관련)
  1~2 (현행과 같음)

3.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
이하에 한정한다). 단, 기숙사는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만 허용
한다.

 다.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 또는 산업
지원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공공시설부지의 위치‧용도‧비율과 공공시설 제

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하여는 정비사
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
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
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표 7-8> 도시계획조례 신구조문대조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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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별표2의2] <신 설>

 

  

[부칙] <신 설>

[별표2의2] <신 설>
준공업지역내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 방법
(제55조제4항제6호 관련)
1. 준공업지역내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방법
 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산업시설 바닥면

적의 합계의 비율에 따라서 산업복합건물의 용
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나. 사업구역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
제곱미터까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은 별표 2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전체 바닥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
용적률

30% 미만 250% 이하

30~40% 미만 270% 이하

40~50% 미만 290% 이하

50~60% 미만 310% 이하

60~70% 미만 330% 이하

70~80% 미만 350% 이하

80~90% 미만 370% 이하

90% 이상 400% 이하

2.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가. 산업시설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 업무시
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 밖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나. 산업시설 외의 시설은 제35조에 따라서 공동
주택 등 준공업지역내 허용되는 시설로 한다.

부칙 <제○○○○호, 2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제4항제4호는 이 조례 시행
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건축허가 신청(건
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
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
를 접수한 경우까지만 적용한다.

 

<표 7-8> 도시계획조례 신구조문대조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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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3 법제도 개선방안

3) 기타 법령 개정(안)

주거기능밀집지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적용 

 공장비율 10%미만인 주거기능밀집지역은 그 특성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정비사업방식을 적용하여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적합한 사업방식으로 

준공업지역 내에도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적용대상지역] 

도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

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현재 도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규정에서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 행 개정(안)

[별표 1]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

5.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

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

[별표 1]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

5.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용도지역 조건 삭제

<표 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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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정 개정

주거와 산업의 수직적 복합을 통해 주공공생의 실현 

 서울시는 수도권정비계법상의 공장총량제로 인해 신규 공장의 경우 대부분 

지식산업센터에 입지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3층 이상, 

6개 이상 공장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정] 

산집법 제4조의 6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의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

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함

 준공업지역 내에서 다양한 규모의 산업재생 활성화와 주거와 산업이 공생하는 

재생실현을 위해서는 공장시설(지식산업센터 등)과 주거시설의 기능적 복합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규모 산업재생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와 주거시설의 

입체적 복합화가 가능해야 하나, 현행 관련 규정의 개정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주거용도와 입체적으로 복합이 가능한 산업시설[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연구소, 전시장]에 한해서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식산업

센터 관련 규정을 개정[(동일건축물 기준 변경(단지형 복합허용), 공장 6개 이상 

기준 완화 등]하여 주거와 산업의 공생 유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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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측면

2  산업적 측면

7.4 기대효과

1)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준공업지역 재생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본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장소단위 맞춤형 재생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는 

서울시 산업경쟁력 확보(신 산업거점의 육성과 토착/영세산업의 보호)와 고용

기반의 다양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준공업지역 내 신 산업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한 전략재생형 및 대규모 공장부지(1만㎡)의 

산업재생형 적용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약 4.6만개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 산업인프라의 합리적 활용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기존 산업입지기반이 상실되면 서울의 산업

수요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면밀한 산업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지역산업생태계조사 등을 통해서 오랜 기간에 지역에 

배태되어온 지역산업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지역에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개선, 산업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서울시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다.

저렴한 임대산업시설 확보 및 다양한 용도로 활용

 준공업지역 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1만㎡이상) 재생사업 추진 시 임대산업

시설을 확보하고 창업기업 지원, 영세제조업 지원, 순환재생 시 임시작업공간 활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

 특히 영세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임대산업시설로 일부가 이전하여 환경단위 

순환적 산업재생이 가능함에 따라 점진적 산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창업되는 신산업의 임대공간으로 활용하여, 산업 환경 재생으로 신

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임대산업시설의 확보대상 확대(산업재생형도 공공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와 확보방식(산업부지 내 건축물로도 

확보가능)을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약 10만㎡의 임대

산업시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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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적 측면

3  직주균형 측면
직주근접형 주거공간의 확대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그 밖에 공업기능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복합산업지역으로서 직주균형실현이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주거기능밀집지역(공장비율 10%미만)의 역세권(반경 500m)

지역에서 기숙사,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적용한다.

 준공업지역 내 역세권 공장비율 10%미만인 주거기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공급가능 호수를 개략 추정하여 보면 약 12,700호의 공급(연간 

900호)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2016~2018년)

할 경우, 총 2,700호의 직주근접형 주거공간 공급이 기대된다. 

준공업지역의 낙후된 이미지 개선 및 정주환경 향상

 준공업지역 재생에 따라 산업 및 주거환경의 개선, 전략시설 도입을 통한 문화 

및 여가시설의 확보, 공원 및 녹지 등 계획적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동안 공업지역의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은 물론, 준공업지역이 서울의 

신산업경제거점지역 및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거기능밀집지역은 주거지역에 준하는 다양한 재생사업방식 적용 및 소음․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불편 요소들에 발생원인별 맞춤형 저감대책을 적용하게 되면 정주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 산업단지 분야

2 이제흥 ANU 디자인그룹 전무이사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 산업단지 분야

3 홍미영 (주)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 산업단지 분야

4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5 김태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6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장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7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 소장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8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9 김현수 디자인파트너스 대표이사 산업단지 분야

10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산업단지 분야

□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과업수행자문단(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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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