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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온수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1950년 중반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경인로변 준공업지역에 공장이 

밀집되면서 서울시 제조업의 활동기반이자 소비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경인로변 및 구로공단의 대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기초소재

를 납품하던 업체들이 모여 서울시 외곽이었던 현 온수지역에 산업단

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서울시 기성시가지 내 공장 신⋅증설 

규제하고 도심의 지가상승 및 공장 확장불가 등으로 경인로변 철강, 

기계제조 공장의 지방 및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되었다.

온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외부 이전과 함께 주변의 수요자 및 공급자

도 점차 지방으로 유출됨에 따라 온수산업단지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

고 있고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 기업 및 인력의 유출,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 대두

도시계획적 관리 부재

-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

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해야하지만 온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세운 산업단지였기 때문에 아직 산업단

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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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온수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

획의 경우에도 각각의 구성요소가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지원시설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저하

- 지원시설용지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위한 문화·정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시설 등이 입지하는 용지로서 온수산업단지 내 지

원시설용지의 규모는 전체 면적의 0.7%에 불과하여, 최근 조성되는 산

업단지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지

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광주 첨단산업단지 약25%, 오송생명과학단지 약22%의 지원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는 약 35%로 지원시설 비율이 가장 

높다.

- 특히 온수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관리공단 부지가 유일하

여 근로자(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지원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다.

- 또한 도로·녹지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차량 진입 시 혼잡 및 생활

서비스 수준 미흡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온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정비 및 지원방안 필요

온수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해 종합적 관점에서의 산업단지 발전방안 연

구를 통하여 온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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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온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시 

물리적 공간구조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온수산업단지는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공모

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대상단지(재생사업 유형)로 선정되었다.

-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는 관리기본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던 온수산업단지

에 대한 종합적․통합적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하여 물리적 공간구조 개

선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한다.

[그림 1-1]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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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개요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궁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일원

면적 : 157,560㎡ (서울 : 107,012㎡, 부천 : 50,548㎡)

[그림 1-2] 온수산업단지의 위치도

2. 내용적 범위 

온수산업단지의 재생방향 제시

- 현황 및 산업단지 관리현황 분석하고, 온수산업단지의 산업적 위상 재

정립

- 온수산업단지의 비전과 전략 구상안 마련

- 도시(공간)환경의 관리/재생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 재생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방안 및 주체별 역할분담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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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여건분석

2.1 상위·관련계획 및 제도

2.2 외국의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재생지원 사례

2.3 서울시 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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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황 및 여건분석  

상위·관련계획 및 제도 

1. 상위 및 관련계획

가. 2030 서울플랜  

산업경제계획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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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선도적이고 

개방적인 산업시스템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 서울시 5대 권역이 지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생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산업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非물적계획과 더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물적·공간적 계획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도약

-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한 융합과 창의성 제고 등 창조경제 기반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등 기업 

및 근로자간의 상생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며 대도시권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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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하고 기존 산업집적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 인재양성 및 중간지원 기능 강화 등 공존과 협동의 사회·경제를 활성화한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

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해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특화지구 조성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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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 다양한 학습지원시설 등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

하는 등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해 창조계층 확대를 도모하고, 해외 우수 

인재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환경을 조성,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등을 통한 미래형 도시경제환경을 조성한다.

4대 공간관리 방향

- 지역별 특성화 된 균형발전 : 권역별 자족기반을 강화하고 소외‧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고려한 지역불균형 통합대책을 마련한다.

- 대도시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광역 교통기반을 강화하여 국제적 중심

기능의 확충과 대도시권 혁실클러스터를 육성한다.

-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일대의 특별관리와 

서울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및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 생활권 단위의 지역특성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체계 구축과 문화‧복지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한다.

4대 공간관리 방향 중 지역의 자족기반을 통한 균형발전과 중심기능과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강화의 전략은 온수산업단지와 

같은 산업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림 2-1] ｢2030 서울플랜｣ 공간관리방향 중 산업정책 연관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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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역 공간구조구상 

- 「2030 서울플랜」에서 온수산업단지가 위치한 서남권의 정책 방향은 '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한 신성장산업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기반 강화'

이다.

- 산업단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및 정비가 실천 사항 중 하나로 

온수산업단지의 재생지원 및 산업인프라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을 제안

하고 있다.

[그림 2-2] ｢2030 서울플랜｣의 서남권 발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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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비전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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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그림 2-3] ｢경제비전 2030｣의 서울형 창조경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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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관련구상 및 계획

온수산업단지 관련 구상 및 계획 중 2003년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구상에서 2012년 발표된 온수산업단지 재생 추진방안까지 총 6개의 주요 

구상 및 계획을 검토한다.

연번 발행년도 제    목 추진기관

1 2003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 서울특별시

2 2007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3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서울특별시

4 2011 2020 서울경제비전 서울특별시

5 2011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경기도

6 2012 온수산업단지 재생 추진방안 구로구

[표 2-1] 온수산업단지 관련 구상 및 계획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 (2003)

온수산업단지는 공장재개발을 통한 환경개선을 유도(첨단산업 도입, 

아파트형공장 등) 한다.

구분 온수 Industrial Park 구상(안)

추진방향

⋅온수공업단지 첨단산업기능지구 육성

⋅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춘 첨단형 단지가 되도록 기반시설 정비

⋅첨단기술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물류이동이 편리한 교통여건의 개선

도입시설   업무, 주거, 생산, 편익, 교육기능 등

지원시설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입주자 편익공간을 단지 내에 확보

⋅생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박물관 및 교육관 등 교육공간 필요

⋅체육운동시설 등 후생복지기능 도입

재원조달

⋅그간 시도의 경계지역으로의 역할이 강조되어 저개발 낙후된 지역으로 소

요재원은 1차적으로 서울시가 조달

⋅주거지 내부 보조간선도로 정비는 서울시의 보조하에 구로구가 시행

⋅용도변경과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억제하기 위해 공영개발 

우선 고려(공원, 광장은공영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확보)

추진방법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방식 : 공영/민간개발(도시개발사업)

[표 2-2]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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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76.4%가 첨단화에 찬성하였으며,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공영개발을 고려한다.

- 온수산업단지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 (2007)

2007년 온수산업단지가 우선지원 대상단지(10개소)에 선정되었다.

온수산업단지의 재정비 및 공공지원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재정비유형 산단수 대 상 단 지

구조고도화 1 온수산업단지(서울․부천)

기반시설 정비 3 안산 반월산단, 반월 도금, 전주1, 마산자유무역

순환재정비 6 대구서․3, 부산 신평장림, 대전1․2, 광주 송암

주 : 2009년 1차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최종 선정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온수산업단지는 제외 (대전1·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만 우선사업지구(4개소)로 지정)

[표 2-3] 재정비 대상 산업단지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단순공업기능에서 첨단 복합산업단지로 개발을 유도한다.

주택단지와 인접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입지여건상 지역중심형 개발은 가급적 제한, 공공지원형 정비를 권장한다.

산업단지 정비시 공공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구분 산업정비형 공공지원형 지역중심형

정비유형 가능 권장 제한

[표 2-4]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온수산업단지 정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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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서울시 

첨단산업 거점, 

서남권에 위치한 온수

[그림 2-5] 경기 8대 

광역거점 중 하나인 부천

서울경제비전 2020 (2011)

온수산업단지가 위치한 서울시 서남권은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을 목표로 

하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동시 성장으로 지속적인 첨단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온수산업단지를 4대 제조업 중 '기계' 중심지로, IT융합, 녹색성장과의 

연계를 통한 메카트로닉스 거점으로 지정하였다.

경기도종합계획 2012-2020 (2011)

부천 오정산업단지, 부천 영상단지, 부천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이 추진 

중이며 애니메이션이 전략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온수산업단지는 인천-부천-김포를 가로지르는 경인비즈니스 축의 중심

이자 8대 광역거점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온수산업단지 재생 추진방안 (2012)

구로구 연구 수행

-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기반 CT산업 클러스터를 육성방향으로 

설정하고, 산업단지 기조를 유지하며 획지별 순환재개발 방식을 권장

하고 있다.

[그림 2-6] 구로구의 온수산업단지의 재생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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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조기반 CT산업 클러스터 구상(안)

추진방향

 ․ 산업단지 및 준공업지역 유지

 ․ 획지별 점진적으로 정비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수립

 ․ 장기적으로 인근 산업밀집⋅특화산업지역을 기능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재생 유도

도입기능
 ․ 서울시 및 서부수도권에 결여된 기능을 보완

 ․ 제조기반 CT산업 집중 육성

토지이용

 ․ 현황도로 및 필지여건을 고려하여 획지단위 재생계획 수립

 ․ 토지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반시설부담 및 인센티브 결정

 ․ 공장주들의 참여와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점진적 순환적 재생사업 

추진

 ․ 자체적으로 업종고도화가 가능한 산업은 토지소유자가 자발적 전

환유도

추진방법
 ․ 공공 : 노후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 재생사업지구 지정

 ․ 민간 : 획지별 재생사업 시행

[표 2-5] 구로구의 온수산업단지 재생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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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제도 및 법규

가. 중앙정부의 노후산업단지 정책

노후산업단지의 정의  

산업입지법 제39조2에 따라 노후산업단지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로 정의되며, 60~80년대 조성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이에 해당된다.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문제 인식 

산업단지의 쇠퇴 및 기반시설 노후화

- 경제여건 및 공간구조 변화로 단지 내 산업이 쇠퇴하여, 공장시설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의 부족과 이로 인해 온실가스 다량 배출원으로 

지목된다.

산업단지 재정비의 경제적/제도적 난제

- 노후단지의 생산성/부가가치는 점차 저하되는 추세로 기업은 생산중단이 

동반되는 재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경향이며, 재생사업자는 대체이전지/

임시조업시설 등의 확보 의무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된다.

[그림 2-7]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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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및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업지원, 단지기반, 문화복지시설을 개선함으로써‘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및‘산업단지의 업종구조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총칭한다.

- 업종구조고도화 : 단지 내 업종 구조를 전문화, 고부가가치화

- 기업지원시설 확충 : 산업집적기반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 단지기반시설 정비 : 하드웨어적 기반시설 및 유틸리티 재정비

- 문화복지시설 확충 : 의료, 복지, 문화, 주거, 유통, 체육 등 지원시설 확대

                    

[그림 2-8] 중앙정부 노후산업단지 정책개요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평가 

온수산업단지는 대표적인 노후산업단지로서 중앙정부 구조고도화사업 

및 재생사업 대상 평가 시 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전국 42개 노후

산업단지 대상 재정비 실행방안 용역 결과 온수산업단지는 개선 필요도가 

매우 높은 산업단지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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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산업단지는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공모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시-㈔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부천시

-구로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대상단지(재생사업 유형)로 선정되었다.

- 온수산업단지는 물리환경과 경영요소는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은 비교적 

양호한 유형이다.

물리환경 요소 경영성 요소 사업성 요소

개선필요(약)

양호
양호

불량

불량
양호

불량

개선필요(강)

양호
양호

불량

불량
양호

불량

[표 2-6]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필요성 평가 항목

이와 함께 온수산업단지는 혁신잠재력은 높으나, 다른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인프라가 취약하여 노후산업단지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

- 산업연구원(2012) 평가에서는 온수산업단지의 경우 혁신잠재력이 평균을 

상회하므로, 낮은 인프라 수준이 보완된다면 경쟁력 제고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였으며, 온수산업단지를 중앙정부 노후산업단지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 출처 : 산업단지 활력지수 산출을 통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산업연구원, 2012)

[그림 2-9] 산업단지 활력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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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산업단지는 사업 시 전면재정비보다 부분재정비 혹은 순환재정비 

수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 시설 개선은 필요하지만 기업경영이 영세하여 자력 재정비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 부분재정비로 진행하는 편이 용이

하다고 평가하였다.

- 부분재정비는 재정비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식이다.

- 당시의 재정비 방식 평가 시에도 종합재정비 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점진적 재정비가 다소 현실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재정비방식 법적근거 장점 단점 사례

종합재정비 방식

산업입지법상

전부재정비

일시에 제반문제를

개선·해결

소유자 동의 곤란

기반시설비 과다

없음

산업입지법상

부분재정비

기존

산업시설의

이전에 유리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후순위

건축물 중심의 

재정비

산업입지법상 

재정비

추진체 구성용이 

시장의 자발적 투자 

정부지원 최소화
산단문제해결

제한적
없음

산업집적법상 

첨단복합화 

사업

추진체 구성용이 

시장의 자발적 투자 

정부지원 불필요

제도개선을 통한 

점진적 재정비
조례, 관련법규

추진체구성 필요없음 장기간 소요
전주 

성남

정부지원 불필요 기반시설 정비 한계

출처 : 기존의 산단 등 재정비 사업방식별 시행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08)

[표 2-7]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방식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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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단지 관련 법제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국토교통부장관(개발계획 변경 등 시·도 권한 위임)을 승인권자로 하며,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승인권자로 하며,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관리기본계획,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 지정 요건, 산업단지의 재정비사업계획 수립 등, 공공녹지·

도로 및 환경 기초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기반시설의 지원, 기반시설 지원대상 및 시기, 지원규모 조정 등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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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후산업단지 재생 관련사업 

노후산업단지 관련 사업 및 근거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단지 

혁신사업,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재생사업 등이 있다.

- 산업집적법은 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단지 혁신사업, 지식기반산업 집적

지구 등을 규정하고, 산업입지법은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 노후 등에 따른 

재생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기타 제도로는 노후거점산단법,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산업기술단지, 지식기반 산업집적지구,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문화산업단지 등이 있다.

- 해당 제도의 상당수는 현지의 산업집적을 전제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온수산업단지의 산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다소 곤란하다.

- 온수산업단지의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이 노후산업단지로서   

  온수산업단지의 특성을 살려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법률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구분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단지 혁신사업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재생사업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5의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목적

산업단지의 업종 
고도화 및 입주업체 
지원을 통한 집적 
활성화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제고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활성화 또는 
산업단지 혁신사업의 
추진을 촉진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 노후 등에 
기존산단 공간구조 
계획적 정비

주요

내용

- 업종 부가가치 
화·산업 재배치

- 입주기업 지원 
- 부분적인 환경정비

- 기술혁신역량  
강화 사업

-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확충 

- 지원시설정비 
용도변경

[표 2-8] 노후산업단지관련 사업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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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사업 사례

현재 재생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 단지 

중 대표적인 곳은 다음과 같다.

- 재생사업 : 대전 1⋅2산단, 대구 도심공단, 전주 제1산단, 부산 사상공

단 등

- 구조고도화사업 : 남동, 반월시화, 구미, 익산 등

재생사업은 주로 일반산업단지이며, 구조고도화사업은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준공년도가 가장 오래된 곳은 구미(1968년)와 전주제1산단(1969년)으로 

'60년대에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지역도 '70대 초중반 준공된 지역이 

많다.

- 남동 산업단지만이 '80년대에 준공되었으며,

- 면적이 가장 큰 곳은 반월시화단지(31,942㎡)였으며, 다음은 구미단지

(21,876㎡)로 평균면적(9,904㎡)과 비교하여 온수산업단지(157,560㎡)는 

규모면에서 작은 편이다.

- 반월시화 단지는 업체수와 고용자수 면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구미는 면적에 비해 업체수는 적었고, 남동은 고용자수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 대전 1·2산단, 전주 제1산단, 익산산단이 업체 기준으로 온수산업단지와 

비슷한 규모이다.

노후산업단지의 국가 재생사업 추진이 결정된 시기는 대체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많았는데, 대부분 재생사업 추진이 막 결정된 상태로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

- 특히 익산은 다른 구조고도화사업 지구에 비해 추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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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 산업단지
산단 
유형

준공년도
전체면적 
(1,000㎡)

산업시설 
(1,000㎡)

업체수
(개)

고용자수 
(명)

재생 사업

대전 1·2산단 일반 1973 2,324 977 308 5.356

대구 도심공단 일반 1976 4,098 2,201 3,553 24,807

전주 제1산단 일반 1969 1,683 1,169 131 3,607

부산 사상공단 도시첨단 1975 6,620 5,478 7,072 44,660

구조

고도화 사업

남동 국가 1985 9,574 5,933 5,349 73,000

반월시화 국가 1978 31,942 18,885 12,548 203,000

구미 국가 1968 21,876 15,767 1,277 68,359

익산 국가 1973 1,116 831 198 2,890

대상지 온수산업단지 일반 1971 158 123 156 1,883

[표 2-9]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국내 사례

산업단지
재정비

착수시기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 사업 진행상황

대전 

1·2산단
2009년 2020년

4,026억원

(공공 1,666억

/민간 2,360억)

도로,주차장,공원, 녹지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실시용역 추진 중이며, 

시행업체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

대구 

도심공단
2012년 2021년 국비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

지구지정 및   세부 개발계획 

착수 예정

전주 

제1산단
2013년 2015년 1,300억원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원, 

주차장 , 기숙사   확충
2012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부산 

사상공단 - - -

IT 융합, 지식기반서비스

첨단산업단지 조성

2012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예정

남동 2010년 2013년 2,415억원

공동물류센터, 

운송장비정비센터,

지식산업센터, 

근로자복지타운, 

산학융합센터, 화물주차장 

등

2011년 구조고도화 시범공단 

선정

반월시화 2010년 향후 5년 400억원 기반시설물 정비
2013년 산업집적법 개정 

국비지원 가능

구미 2010년 2012년 3,500억원
집적화단지 조성, 

체육시설과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 및 

주차장 등 환경정비 사업은

완료했으나

노후 주거시설 개선사업 추진 

난항

익산 2010년 2013년 2,680억원
기숙사형 공동주택, 종합 

비즈니스센터,

호텔 등

도로정비, 울타리 개선, 

담장정비, 철쭉심기 등 3억원 

투자에 그침

[표 2-10]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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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사례의 시사점 

[민간 역량이 중심이 되는 산업단지의 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

민간이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사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역량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추진이 용이하다.

대구 제3공단은 사업 시작 이전부터 자체적인 공단개선 연수, 회의 등을 

운영한다.

[전면 재개발 위주의 개발 기조는 쇠퇴]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반영하듯이 부분 및 순환 재개발 형태의 산업 

개발이 선호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는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된 상황임에도 사업자 선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업체-공간-정부 등 기관 간 협력 분위기 형성]

입주업체 간, 또 공단-정부 간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정례적인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초기 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점차 공식화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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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황 및 여건분석  

해외의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재생지원 사례

1. 공업지역 활성화 및 재생지원 사례

가. 독일 : 신산업 융합을 통한 노후공업지역 재생

Industry 4.0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이 제조업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구상한 차세대 

산업혁명을 지칭하며, IC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핵심이다.

- 독일은 신흥국의 원가경쟁력을 통한 추격, 선진국의 기술추격에 대응해 제

조업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한 단계 앞서 나가는 4차 산업혁명을 구상

하였고, 소비자의 개별 취향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전달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친환경 도심형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일할 수 있으며, 

기술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한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가 인더스트리 4.0의 

중심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이 필수이다.

- 제조업의 넥스트 패러다임은 IT와 제조의 융합이 기본 바탕이 되며, 

현실의 물리적 세계와 인터넷의 가상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이버물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기존의 경직된 중앙제어식 일관공정시스템이 유동

적인 분산제어식 가변공정시스템으로 바뀜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가치가 

모두 향상된다.

- RFID 등 스마트 메모리 장착을 통해 소재와 제품, 생산기기의 지능화를 

이루어 제품이 능동적으로 생산 및 이동경로를 선택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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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미래성장 구상(출처 :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미래 제조업 청사진, POSRI보고서, 2014.02.26)

나. 일본 : 주공공생 및 지역전통제조업 보호/첨단화

주공공생 발전방안

일본은 주공혼재지역 내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여 지역의 산업 유지 및 활성화와 함께 양호한 주거환경 보

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광역도시권 차원의 토지이용방향을 관리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을 보

완하는 특별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특별용도지구 중 특별공업지구는 공업계열의 지역 중 특별한 관리가 필

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공공생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특별공업지구는 공해방지형 특별공업지구와 지역 고유산업 육성형 특

별공업지구로 구분된다.

- 특별공업지구가 지정된 지자체는 공동주택개발지침, 직주근접의 공장아

파트 건설 유도, 용도 및 규모에 따른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

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조업환경 보호, 기업입지 촉진 등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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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지 지정목적 정책/수단

공해방지형

특별공업지구

1종 도쿄도 오타구
산업환경 보전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주택건축관리

공장아파트 건설

집단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지침

2종 도쿄도 고토구

지구구계획, 개발행위 

등에 관한 지도요강, 

건축조례 제정 등 

주공공

생형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산업과 주거기능의 상생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 

산업활성화정책 운영 

지역고유산업

육성형 

특별공업지구

3종

도쿄도 고토구
주거지역 내 입지한 지역 

고유산업의 보호와 육성

특별공업지구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지역 고유산업의 보호와 육성

특별공업지구 내 

건축완화 조례, 

산업지원정책 등 운영

[표 2-11] 특별공업지구 지정 사례

특별공업지구 운영사례

[공해방지형 특별공업지구 : 오타구 공업지역]

일본 오타구 공업지역은 기계와 금속제조업 중심의 도시였으나 점차 정

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집약형 제조업은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지원하여 공장시설

의 현대화를 꾀하고 중소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위하여 자금을 지원

한다.

- 또한 제조기업들에게 세제 감면 및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제

조기반의 이탈을 방지한다.

지역전통산업을 보호하고자 공공지원을 통해 낙후되었던 제조기반의 

공업도시를 첨단 메카트로닉스 주도의 산업단지로 재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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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유산업 육성형 특별공업지구 :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공업지역의 경우에도 오타구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2차산업의 유산인 노동집약형 철물 및 주조산업을 중심으

로 하는 공업도시였으나 현재는 쇠퇴하고 있다.

- 금속산업과 같은 지역전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업종 건축 시 맞

춤형 건축제한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 산업부문에 세제보조와 육성보조 등의 공공 지원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재생하고 있다.

다. 미국 : 제조업 육성 및 강화  

[Advanced Manufacturing]

법인세 상한선을 35%→28%로 낮추고, 단 제조업체는 25% 세율 적용

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첨단 제조부문의 세금을 공제하고, U-턴 기업의 세제를 지원한다.

국제무역협정에서의 미국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ITEC(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범부처 통상 강화 센터) 설치(2012년 2월)하여 미

국 근로자와 비즈니스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상 강화책을 수립하였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 산하에 민간, 학계 참여의 첨단제조파트너십 조

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2012년 3월 제조업 혁신가속화와 상업화 지원을 위해 미국 전역에 국

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구축하였다.

- 2013년 회계연도에 제조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R&D 예산을 

전년도 대비 19% 증액하였다.

2012.2월 첨단제조업을 포함한 고성장 산업의 인재 훈련을 위해 지역대학

과 산업계를 지원하는 펀드 조성(80억 달러)하는 등 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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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첨단 제조 기법 및 기술에 적합한 인력 육성을 위해 민관 컨소

시엄으로서 소위 ‘교육 공장’(teaching factory)인 <제조혁신기

관>(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을 건립하고 있다.

[그림 2-11] 미국 선진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강화 전략 예시

2.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재생지원 사례

가. 영국 Trafford Park 재개발1)

개요

- 영국 맨체스터시 맨체스터 10개 자치구 중 남서쪽 Trafford 자치구에 

위치하는 1,200만㎡ 규모의 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업 등 1,300여개

의 기업에 약 32,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한다.

1) 출처 : 산업입지정책 Brief, 산업단지공단(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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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기반시설 구축

⋅환경과 경관개선

⋅가용 토지매입과 부지 조성

⋅인적기반 구축

⋅산업지원체계 구축

⋅홍보 및 마케팅

⋅주요 4개지역 지정 및 개발

 : NorthbankIndustrial park

 : Village

 : Warfside

 : Hadfield Street

- 배경 

⋅1893년 맨처스터 운하의 개통으로 상공업을 발달시키며 성장하였으

나 1970년대 이후 급속히 황폐화되었다.

⋅TRAPIC(Trafford Park Industrial Council) 등 Trafford Park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지역의 쇠퇴가 지속되었다.

⋅1985년 지역제조업자들·환경부·상공부·Trafford 구의회가 합동으로 

투자하여 Trafford Park 전략을 구상하였다.

        

[그림 2-12] Trafford 자치구의 공간계획

TPDC의 주요 개발내용 

- 10대 액션 프로그램

- 주요 4개 지역개발

⋅Trafford Park 재개발을 위해 4개의 주요 지역(Northbank, 

Village, Wharfside, Hadfiled street)을 지정하고 각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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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4개 지역 개발 내용

Northbank

- 환경오염 개선, 현대적 공업 입지로 재개발

- Manchester ship 운하에 위치한 곳으로 오염되어 방치되었으나, 현대적 공

업입지로 전환하고 내부투자를 통해 Northbank Industrial Park를 설립

Village

- 업체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개발, 기반시설 설치와 조경작업을 실시

- Trafford Park의 중앙에 위치한 주거지로, 비즈니스센터 등 상업시설 및 업

무시설을 신규개발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조경작업을 실시

Wharfside 

- 수변을 활용하여 상업․업무 혼합공간으로 개발

- Trafford Park 동부 끝에 있는 두개의 운하 사이에 입지하여 수변의 매력적

인 환경에 신규투자유인을 위한 상업․업무 혼합공간을 개발

Hadfield Street

- 중소기업 위주의 공업 환경과 기반시설 개선

- 도심부와 근접한 동부경계에 약 125개 중소규모의 업체가 입지한 공업지역

으로, 기존업체 번성과 신규업체의 원활한 진입 유도

[표 2-13] Trafford Park 주요 4개 지역개발

계획 내용

-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

⋅창조적인 미디어산업 유치와 상업과 업무공간의 혼합·복합화 등의 산

업뿐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맨체스터시의 전반에 걸쳐 영향

을 미치는 전략을 사용했다.

-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선 복합적인 기능 재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문제로서 경제․사회․문화 등 복합적인 기능

재편을 위해서 Trafford Park의 근로자를 위한 주거 및 상업시설 등 

지원시설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생산성 증가를 유도하여 기술진보

적 산업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종합적 마케팅 전략

⋅Trafford Park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였으며, Trafford Park, 넓게는 맨체스터 전역에 

대한 투자 및 외자유치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적정 부지의 소개에

서부터 각종 기업지원서비스까지 포괄한다.

-  공공과 민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중앙정부의 역할과 전략,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형성이 성

공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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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산업단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업체무역협회, 지방의회, 지역 사회단체 및 주민의 적

극적인 협력을 유도하였다.

⋅민간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Trafford Park는 민간참여와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산업단지 

재생의 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인 재원조달을 해결하였다.

나. 22@바르셀로나2)

개요

- 스페인 바르셀로나(카탈루냐 지방) 도심부의 동남쪽, 포블레노우 지역에 위치

한  약 200㏊의 규모이다.

- 배경 

⋅포블레노우 지방은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르셀로나 최고의 

공업지역으로 카탈루냐 지방의 경제적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었으나 1960년대 중반 탈산업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쇠퇴

하였다.

⋅1999년 2월 바르셀로나시의 정책에 의하여 포블레노우 지역 도심관

통도로와 항만시설 등이 정비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바르셀로나시의 

비즈니스중심지로 부상하였다.

⋅포블레노우의 재개발 가능성을 발견한 지역 내 관계자들은 재생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0년 7월에 포블레노우 재개발을 위한 

22@Plan을 승인하였다.

[그림 2-13] @바르셀로나 혁신지구의 모습 및 위치

2) 출처 : 클러스터 정책 Brief, 산업단지공단(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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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내용과 주체

- 사업추진 주체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2001년,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목표로 “22ARROBA BCN, S.A.U.” 사업회를 창설

하였다.

⋅신규부지 조성공사, 거리 및 가로에 대한 재도시화 공사 및 낙후된 

공업지역에 추진할 신규 주거단지를 위한 부지 지원과 관리를 사업

회에서 담당하고,

⋅사업회는 새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의 수립 및 개

발을 촉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학술·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

한 국제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 사업추진내용

⋅프로젝트의 계획규모는 약 200ha 이며, 주택건설, 녹지공간조성, 신

규도시시설 설치, 신규일자리 창출, 도시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였다.

⋅재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소유분의 30%를 땅 

또는 현금으로 받고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보상하며 특히 첨단산업업

종 전환시에는 고도제한비율을 (2.0→2.7)까지 허용하는 등 자연스러

운 구조고도화 유도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산업육성을 위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 공 자

금투자와 함께 개인투자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4] 구조고도화 유도를 위한 최고고도제한 완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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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목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포블레노우 지역의 사회적·경제적·역동성을 

되살리고 정부지원으로 건설되는 각종 빌딩과 녹지 등 다양한 시설

들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경제활성화’ 관점에서 포블레노우는 전통제조업산업단지에서 과학과 

기술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바르셀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

이고 혁신적인 도시 중의 하나로 변모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통합’ 관점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

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최신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지역 내 주체들로

서 새로운 기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획 내용

-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노후 산업단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재정비해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했고, 쾌적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 또한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주도한 사업이지

만, 공공기관·대학·연구소·교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 및 지역 

주민들 간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참

여적 재개발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증진하고 부

작용을 줄였으며,

-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고급 인력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산업 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인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다.

-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외기

업 유치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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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의 시사점  

독일과 일본, 미국의 사례 모두 쇠퇴하는 기존 노동집약형 제조산업의 

부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독일은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형 공업단지로 재생하는 정책을 제

시하고 있으며,

- 일본은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변화를 도모하고 있고, 기존 지역전통산업의 

보호를 위한 산업과 주거기능의 상생 등에 관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 미국은 국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및 앵커

시설 도입을 통한 제조업의 육성 및 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 영국은 산업단지 재생을 노후한 단지의 물리적 환경개선 측면뿐만 아니

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문제로서 경제․사회․문화 등 복합적인 기

능재편을 추구하고 있고,

-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노후 산업단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재정비해 지역경

제 침체를 해결했고, 쾌적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재생사업은 민간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공

공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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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황 및 여건분석  

서울시 산업단지 현황 

1. 서울시 산업단지 입지 현황 

서울시에는 총 3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구로구와 금천구에 

걸쳐 국가산업단지 1개소와 일반산업단지 1개소가 입지하며, 강서구에 

일반산업단지 1개소가 입지한다.

- 국가산업단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 일반산업단지 : 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개발 중)

[그림 2-15] 서울시 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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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G밸리 현황

[그림 2-17] 온수산업단지 현황

2. 산업단지별 개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위치 :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산업단지 유형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면적 : 1,922천㎡

산업단지 지정년도 : 1964년

준공년도 : 1973년 

주요 현황 

- 60년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봉제 위주의 산업단지였으나, 최근 

첨단산업·정보지식형산업 등이 유치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벤처센터 

건립을 필두로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로 변모 중이다.

- 서남권 광역일자리거점으로 융복합 지식산업 HUB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산업재배치 계획에 따라 고부가가치 첨단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온수산업단지

위치 : 구로구 수궁동, 경기도 부천시 

역곡1동 

산업단지 유형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면적 : 157천㎡ (서울 : 107천㎡, 

부천 : 50천㎡)

산업단지 지정년도 : 1970년

준공년도 :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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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마곡산업단지 구상

주요 현황  

- 도심의 기계공장을 집단화·협동화·전문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목적

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주요 업종으로 기계·금속 가공업이 입지한다.

- 경인선 및 경인로 등과 인접하여 경인산업축의 연계거점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G밸리와 연계하여 계열화가 용이하며 원부자재 조달, 물류

수송 등 산업활동이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마곡산업단지

위치 : 강서구 가양동

산업단지 유형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면적 : 1,111천㎡ 

주요 현황 

- IT, BT, GT 등 첨단융합기술 R&D센터 및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고 

대학 및 연구소의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하

는 것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 마곡산업단지는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업무단지 및 배후주거단지 조

성 등 국제교류, 전략산업, 첨단문화, 친환경주거개발을 비전 및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 외 엔지니어링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및 일자리 창

출을 도모하기 위해 강동일반산업단지를 서울시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 추

진 중에 있다.

- 약 8만㎡규모의 강동일반산업단지는 중부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의 출

발점에 위치하고, 서울 중심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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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황 및 여건분석 

온수산업단지의 물리적·산업적 현황

1. 물리적 현황

가. 개요 및 연혁 

조성목적 및 특징

도심의 기계공장을 집단화, 협동화, 전문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도

움이 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 과거 구로공단 및 경인로 변 철강/기계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공장들이 

집단화, 협동화,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시계지역에 지정한 서울시 최초

이자 유일의 일반산업단지이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관리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사

무위임조례에 따라 구로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다.

- 관리기관은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인가에 따른 위탁관리를 맡

고 있다.

구  분 내 용
정식명칭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위치 구로구 온수동,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

면적 157,560㎡(서울: 107,012㎡ / 부천: 50,548㎡)

조성기간 1970년 4월 11일 ~ 1971년 11. 15일

지정일시 1970년 11월 25일 (상공부허가 제 161호)

지정권자 서울특별시장

관리권자 서울특별시장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로구청장 관리권한 위임)

사업시행자 / 

관리기관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인가에 따른 위탁)

입지여건

도로 : 경부고속도로 서초IC(20㎞) / 경인고속도로 신월IC(5㎞) /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10㎞) 

철도 : 경인선 온수역 지하철 1,7호선(0.5㎞)

항공 : 김포공항(10㎞) / 인천국제공항(30㎞) 항만 : 인천항(25㎞)

[표 2-14] 온수산업단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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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산업단지 연혁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 상공부허가 제161호에 따라 '영등포기계공업

단지'로 인가받은 후, 1998년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

였다.

- 1997년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05년 해제하였다.

[그림 2-19] 온수산업단지 항공사진

일 시 내 용 비 고

1968. 03
(사)영등포공업인협회 기계공업단지 

추진위원회 구성

1970. 04 영등포기계공업공단으로 개편

1970. 11 영등포기계공업단지 인가 상공부허가 제 161호

1971. 11 공업단지 준공

1973. 08 공업 및 비철금속 적격단지로 지정

1975. 12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로 지정

1978. 05 영등포기계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개편

1989. 10 입주업체 146개소, 종업원수 약 4,000명

1991. 06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

1997. 04 시계경관지구 지정 개발제한

1998. 03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로 명칭 변경

2005. 04 시계경관지구 해지

2008. 05 온수역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사업 추진 무산

2012. 12 입주업체 156개소, 종업원수 약 2,000명

[표 2-15] 온수산업단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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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지적 특성    

입지현황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으며 구로구 온수동(100-27번지 일대)과 부천시 

역곡동(24번지 일대) 내에 입지하고 있다.

- 전체 면적 157.560㎡ (온수동 107,012㎡ / 역곡1동 50,548㎡)의 

84.1%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0] 온수산업단지 입지 현황

산업집적법의 관리기본계획상 구역구분은, 산업시설구역이 전체의 

77.9%, 공공시설구역 21.4%, 지원시설구역은 0.7%로 매우 미미하다.

- 서울권역 면적 : 산업시설구역 83.439㎡ / 지원시설구역 1,041㎡ / 

공공시설구역 22,532㎡

- 부천권역 면적 : 산업시설구역 39,315㎡ / 공공시설구역 11,233㎡

[그림 2-21] 온수산업단지 입지 면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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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입지현황 

온수산업단지는 김포공항, 인천항,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한 서울시 

서남단에 위치하였으며, 경부·경인선 철도와 전철 1·2·7호선 및 

경인·경수국도로 연계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 G밸리와 인접해 있으며,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가 5km 이내에 위치하

고 있다.

- 경인로를 통해 영등포․여의도 도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그림 2-22] 온수산업단지 광역 현황 

[그림 2-23] 온수산업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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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 현황  

온수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 대부분이며, 산업단지 전체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 서울 권역(약 11만㎡)의 약 11%인 11,809㎡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

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연립주택 등이 입

지하고 있다.

[그림 2-24] 온수산업단지 용도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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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결 정 내 용

용도지역

(서울권역)

구분 면적 비율

준공업지역 95,203㎡ 88.96%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1,809㎡ 11.04%

합계 107,012㎡ 100.0%

[표 2-16] 온수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현황

구 분 결 정 경 위

1963.08.28 서울시 구역계 변경에 따라 온수일대 서울시 편입(건고시 제524호)

1966.04.29 온수역 일대 주거지역 결정 (건고시 제2371호)

1969.12.01 온수역 일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결정 (건고시 제683호)

1971.04.09 온수역 일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결정 (건고시 제209호)

[표 2-17] 온수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경위

용도지구 현황 

온수산업단지는 최고고도지구(5층 20m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은 서울시-부천시 시계지역으로 1971년 풍치지구로 최초 결정되

었다가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경관지구 중 시계경관지

구로 세분 지정되었다가 2005년에 해제되었다.

최고고도지구는 2014년에 층수규제가 완화되면서 현재는 20m이하 

(단, 지식산업센터인 경우 30m이하)의 높이규제만을 받고 있다.

[그림 2-25] 온수산업단지 최고고도지구 지정경위



46     온수산업단지 재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일 시 내 용 비 고

1971. 07. 30 풍치지구 결정

1972. 08. 25 풍치지구 추가 결정

1977. 12. 03 시계구간에 확대지정
온수산업단지 

풍치지구로 결정

1990. 12. 01 풍치지구 일부 해제, 최고고도지구로 변경

1997. 07. 04 풍치지구관리계획 수립(서울시)

2000. 07. 01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 풍치지구를 경관지구로 명칭변경

- 대상지역을 시계경관지구로 세분 지정

2003. 12. 31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 수립(서울시)

2005. 05. 19 시계경관지구 전면해제 최고고도지구 유지
2008. 03. 27 최고고도지구 완화 5층 20m 이하

2014. 04.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완화 20m 이하

[표 2-18] 용도지구 결정경위

도시관리계획 현황  

온수산업단지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08년 수립

된 온수역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8)내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수산업단지의 서울권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 최초결정 : 서울시고시 제2005-165(2005.06.02.)호

일 시 내 용 비 고

2005. 05. 04 온수역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착수

2005. 06. 02 온수역일대 외 1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고 제165호

2005. 06. 23 개발행위허가제한 구고 제49호

2008. 03. 27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층 18m 이하  →  5층 20m 이하

서고 제87호

2008. 05. 29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 지식산업센터(7층 30m 이하)

서고 제181호

[표 2-19]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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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치 구 역 명
면 적 
(㎡)

비고

결 정
온수동 50번지 

일대
온수역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568,629

변 경
온수동 50번지 

일대
온수역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550,338 감)18,291

[표 2-20]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온수역세권 일대와 온수산업단지, 동측

의 동부제강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을 포

함하여 8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구분 내용 

구역명 온수역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온수동 50번지 일대

면적 550,338㎡

특별계획구역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대흥빌라 특별계획구역, 성원빌라 

특별계획구역, 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가등아파트 특별계획구역, 화창기공 특별계회구역, 동부제강 특

별계획구역

[표 2-21]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그림 2-26]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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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결정현황

- 온수산업단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소유자의 전면재개

발 요청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권장하려는 목적으로 특별계획구

역으로 지정되었다.

-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는 세부개발계획수립 없이 개별 건축행위가 불가능

하다.

구  분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개요 
 ․ 위치 : 온수동 100-27 일원 

 ․ 면적 : 104,872㎡

지정목적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순공업기능에서 첨단 복합산업단

지로 개발을 유도하고, 공원녹지 확보 및 도로정비를 통한 친환경
적이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추진방향
 ․ 온수산업단지 산업고도화를 위한 도시형업종유치 필수

 ․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산업단지 지원강화 필요

도입시설
 ․ 단순 생산기능에서 첨단복합단지로 기능전환 (생산, 연구, 문화, 

지원기능)

토지이용
 ․ 공장재개발 등 전면재개발 방식을 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 융통성 있는 높이계획으로 오픈스페이스 확보하여 쾌적성 도모

추진방법  ․ 향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별건축

[표 2-22]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현황

[그림 2-27]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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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순 공업

기능에서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을 유도하고, 공원․녹지 확보 및 도로 

정비를 통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

로 지정되었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방향

- 기반시설 부족 및 낙후된 단순공업 기능의 산업단지로서 경쟁력이 미흡

하여 전면 재개발 방식을 통해 가리봉첨단산업과 연계된 첨단사업단지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입지하여 이미지 제고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을 통

한 융통성 있는 높이계획으로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단지 

내 쾌적성 도모하고자 한다.

- 산업단지의 주진입도로는 부천시 중로1-49호선과의 연계도모 및 원활

한 교통흐름을 위해 15m로 계획하고,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 통로를 확보하여 보행동선 체계를 구축한다.

- 공원·녹지 계획은 산업단지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차

폐조경 5m 계획하고, 산업단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토록 

하여 산업단지 환경여건 개선하며 주변 주거지와 조화되는 인간 친화적 

토지이용과 온수도시자연공원 등 자연요소와 결합 될 수 있는 환경친화

적 공원 녹지계획을 수립한다.

- 이밖에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

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며 사업시행 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기부채

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개발토록 한다.

- 또한, 전체 기부채납 비율은 준공업지역 2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계획구역의 결정 내용은 [표 2-23]과 같으며,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일반건축물보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일부 높이, 용적률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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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용 도 지 역 ∙ 준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용 도 지 구 ∙ 최고고도지구(5층20m이하)

공공

시설

도  로 준공업지역 ∙ 구역면적의 15% 이상 확보

주차장 준공업지역 ∙ 구역면적의 0.6% 이상 확보

공  원
준공업지역 ∙ 구역면적의 5% 이상 확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구역면적의 5% 이상 확보

건축

물

용도

불허용도

준공업지역

∙ 단독주택  ∙ 공동주택(기숙사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단독주택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준공업지역

∙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시형공장, 첨단업종, 벤처기

업집적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연구소, 직업훈련원)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건축

물

밀도

건 폐 율 ∙ 60% 이하

기준/허용

용적률

준공업지역 ∙ 300% / 4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80% / 200%

상한용적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최고높이
준공업지역

∙ 5층 20m이하

※ 단 아파트형 공장에 한하여 7층 30m이하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40m이하(평균11층)

기타
건축한계선 ∙ 2m

차폐조경 ∙ 주거지와 면하는 준공업지역은 차폐조경 5m확보

[표 2-23]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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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밀도 규제현황

높이 및 건축규제 

온수산업단지는 부천권역과 서울권역의 규제사항이 다르다.

- 부천권역의 경우에는 건폐율 80% 이외의 높이에 관한 규제사항이 없

으며,

- 서울권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최고고도지구(20m 이하)를 적용받으며 일

부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최고고도지구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규제하는 높이를 적용받고 

있다.

- 서울권역의 최고고도지구는 지식산업센터 계획 시 높이를 30m로 완화

시켜주는 조항이 있다.

구 분 부천권역 서울권역

도시계획사항 - 지구단위계획 수립,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용도구역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제2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20m 이하)

건 폐 율 80% 60%

높이계획 없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7층 40m 이하 5층 20m 이하 7층 30m 이하

[표 2-24] 온수산업단지 내 높이 및 건축규제 현황

[그림 2-28] 온수산업단지 높이 및 건축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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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지이용 현황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산업단지 대부분은 준공업지역(88.96%)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서울권

역인 온수동 65-1번지 일대 11,809㎡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로 결정되어 있다.

- 준공업지역은 서울권역 95,203㎡, 부천권역 50,548㎡로 서울권역의 

면적이 부천권역의 약 2배에 달한다.

-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대부분은 2차로 이하의 협소한 도로(76.8%)이

며, 관리기본계획 상 공공시설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기능이 미비한 

나대지(23.2%)는 운전면허 학원으로 임대 중에 있다.

- 기타 공영주차장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산단명
토지이용별 비율

비고종류 서울권역 부천권역 전체면적(㎡) 비율(%)

온수산업단지

계 107,012 50,548 157,560 100.0

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95,203 50,548 145,751 88.96

상업지역 - - - -

주거지역 11,809 - 11,809 11.04

자연녹지 - - - -

기타 - - - -

[표 2-25] 온수산업단지 토지이용 현황

산단명
기반시설 비율

비고종류 서울권역 부천권역 전체면적(㎡) 비율(%)

온수산업단지

도 

로

계 22,532 11,233 33,765 100.0

2차로이하 14,689 11,233 25,922 76.8

3차로 - - - -

4차로 - - - -

5차로이상 - - - -

녹지 ․ 공원 - - - -

공영주차장 - - - -

공동구 - - - -

오폐수처리시설 - - - -

기타 공공시설부지 7,843 - 7,843 23.2

[표 2-26] 온수산업단지 기반시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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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현황 

온수산업단지 전체의 건폐율 평균은 49.89%로 50%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이며, 용적률 평균은 78.02%이다.

- 서울권역과 부천권역의 건폐율, 용적률 차이는 미미하다.

구 분 건 폐 율 (%) 용 적 률 (%)

산업단지 전체 49.89 78.02

서울권역 50.35 81.82

부천권역 49.41 74.11

[표 2-27] 온수산업단지의 건폐율, 용적률 현황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온수산업단지 전체]

전체 196필지 중 개인소유가 83개로 42.3%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국공유지, 단체법인 등의 순서를 보인다.

- 면적으로는 개인소유(36.79%)와 단체법인(35.97%)이 비슷하고, 국공

유지(25.09%)가 그 다음으로 나타난다.

구 분 필지수(개)
면 적

비율(%)
㎡ 평

국, 공유지 59 42,646 12,900.42 25.09

단체, 법인 50 61,133 18,492.73 35.97

공유자 지분 4 3,660 1,107.15 2.15

개인소유 83 62,532 18,915.93 36.79

계 196 169,971 51,416.23 100.00

[표 2-28] 온수산업단지 소유자별 토지조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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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온수산업단지 내 온수동 쪽의 소유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소유가 

52개(35.9%)로 가장 많으며, 국공유지도 49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면적별로는 단체법인 비중이 38.36%로 가장 높다.

구 분 필지수(개)
면 적

비율(%)
㎡ 평

국, 공유지 49 30,176 9,128.24 25.89

단체, 법인 40 44,712 13,525.38 38.36

공유자 지분 4 3,660 1,107.15 3.14

개인소유 52 37,997 11,494.09 32.61

계 145 116,545 35,254.86 100.00

[표 2-29] 온수산업단지 서울권역 소유자별 토지조서 분포

[부천권역]

부천시 역곡동 쪽에서는 개인소유가 31필지(60.8%)로 가장 많았으며, 

차지하는 면적도 45.92%로 가장 높다.

- 온수동과 달리 공유자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필지수(개)
면 적

비율(%)
㎡ 평

국, 공유지 10 12,470 3,772.18 23.34

단체, 법인 10 16,421 4,967.35 30.74

개인소유 31 24,535 7,421.84 45.92

계 51 53,426 16,161.37 100.00

[표 2-30] 온수산업단지 부천권역 소유자별 토지조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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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현황 

온수산업단지는 부천, 구로/금천구 등 인접지역과 비교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토지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 분양가는 G밸리의 약 6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천 오정산업

단지와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림 2-29] 온수산업단지 및 주변 공시지가 현황

구 분 표준공시지가 (만원/㎡)

온수산업단지

전체 148

서울권역 147

부천권역 150

G밸리

전체 255

1단지 328

2단지 271

3단지 221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141

[표 2-31] 온수산업단지 및 인접지역 공시지가 현황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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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반시설 현황 

노후 산업단지로서 현 기준으로 보면 도로 외 초기 기반시설 대부분 

미비한 상황이다.

- 기반시설 대부분은 2차로 이하 도로이며, 대부분의 산업단지와는 달리 

공단이 도로 소유, 관리를 담당한다.

- 기타 공공시설부지 및 지원시설부지는 나대지로서 현재 운전면허학원으

로 임대 중이다.

- 녹지, 공영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무하다.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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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온수산업단지 용도별 사용면적 및 비율

사. 노후도 현황 

1971년 온수산업단지 준공 시 건축된 상당수의 공장건물이 2013년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건축물의 54.5%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안전사고 등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 서울권역, 부천권역 모두 30년 이상 된 건물이 각각 전체의 57.6%, 

49.6%로 높은 노후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 다만, 부천권역의 경우 최근 10년간 신축·증축·개축된 건물연면적이 각 

권역별 총 연면적의 40.7%인 반면 서울권역은 6.5%에 불과하며, 이

는 서울권역에 지정된 특별계획구역 때문에 신축·증축·개축이 곤란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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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명 전체
30년이상
건축물

20년이상
~ 30년미만

10년이상
~ 20년미만

최근 10년간
신축·증축·개축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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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온수산업단지 건물 노후도

[그림 2-30] 온수산업단지 건물 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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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온수산업단지 노후화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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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발가용지 현황 

온수산업단지 내 가용지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단 사무

소 부지 정도이다.

- 운전학원 부지는 공공시설구역 중 산단 내 유일한 '녹지시설구역' 이다.

- 공단 사무소는 '노후 공장의 섬' 현상 회피에 적합한 입지로, 생산에서 

임대로 전환한 공장이 많은 공단 중심부의 입지특성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가용지 면적(㎡) 비고

온수관리공단 사무소 1,041
합계 8,884㎡

자동차운전학원 7,843

도로 32,584 공공지

산업시설 122,754 산업지

[표 2-34] 온수산업단지 가용지 현황

[그림 2-32] 온수산업단지 가용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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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적 현황

가. 산업체 현황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온수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2013년 말 기

준으로 총 156개사이며, 이 중 가동업체는 155개사이다.

- 2000년 이후 59개 업체가 유출(27.4%)되어 현재 156개 업체가 운영 

중임이며, 전체 입주업체 156개 중 141개 업체(90%)가 기계관련 제

조업이다.

- 해당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총 1,918명이다.

구  분 내  용

업체수 입주업체 : 156개사 / 가동업체 : 155개사

고용인원 1,918명(남자 1,539명 / 여자 379명)

배후지역
구로, 금천구 제조업체수 4,980개

/ 근로자수 57,667명

생산/수출
생산액 1,013억원(전년대비 99.6%)

/ 수출액 700만달러(전년대비 87.5%)

[표 2-35] 온수산업단지 입주 현황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음식료, 목재종이, 철강, 전기전자, 운송장비 및 

기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기계 산업은 사업

체수 137개, 종사자수 1,380명으로 사업체 비중 88.4%, 종사자 비중 

73.3%에 달한다.

구분 계 음식료 목재종이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가동업체(개사) 155 1 2 2 137 3 5 5

근로자수(명) 1,918 9 26 40 1,405 167 110 158

[표 2-36] 온수산업단지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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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온수산업단지 주요생산품

나. 산업별 토지이용 현황 

온수산업단지의 주요 산업은 전체 사업체의 약 90%의 업종인 기계산

업으로 전체 산업부지면적 약 12만㎡의 약 87.6%인 약11만㎡를 기계

산업이 사용하고 있어, 제조업 분류별로 보면 여타 업체들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구분
중분류

사업체수
부지면적

(㎡)
비고

코드 항목명

제조업 

(10~33)

10 식품제조업 1 421 식품

15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946 가죽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1,538 인쇄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 4,129 신축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엄 2 1,657 유리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 4,598 전자

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41 107,474 기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1,991 차량

총  합 계 156 122,754

[표 2-37] 온수산업단지 산업별 토지이용 현황

온수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준회원사는 대부분 50평 이하의 소규모 업

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 50평 이하가 70개이며, 300평 이상의 규모는 2개 업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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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업체들은 면적과 공동부담금이 비례하며, 공동부담금은 주로 도로관

리비 등으로 사용된다.

구분 규모 업체수(개) 면적

소유 평균 1,390평 44 전체 61,140평

임차

50평 이하 70

50~100평 이하 26

100~200평 이하 8

200~300평 이하 4

300~500평 이하 2

계 154

[표 2-38] 온수산업단지 회원사 연면적별 업체수

다. 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 추이

온수산업단지의 업체 수와 고용자 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하락 추세

를 보이고 있다.

- 입주업체는 215개에서 2007년 이후 160개 수준으로 감소 후 유지되

고 있으며, 고용자도 2,100명 수준에서 1,500명 수준으로 감소한 이

후 현상 유지 추세이다.

[그림 2-34] 온수산업단지 업체 및 고용자수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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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산액과 수출액 추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생산액은 2001년 약 1,900억에서 2012년 

1,000억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수출액도 1,900만 달러 수준에서 700

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35] 온수산업단지 수출액 및 생산액 변화 추세 

마. 산업생태계 특성

산업생태계 조사의 개요 

[조사범위 및 항목]

조사범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대로 토지이용계획상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한정하였

으며, 해당면적은 약 0.14㎢이다.

조사항목은 휴업 중인 업체,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업체명, 위치, 창업

년도 등), 업체의 업태 특성에 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온수산업관리공단의 회원사 등록 여부와 지역 내 네트워크 정도를 파악

하고자 회원사 가입현황, 온수공단 내에서 거래하는 타 업체 수 등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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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중심산업 및 업태 

[온수산업단지 중심산업 분석 및 분류]

기본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온수산업단지는 기계제조업체 중심의 산

업단지이다.

기계제조업체는 일반 표준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와 특주 부품을 

소량 생산하는 업체로 나뉘는데 온수산업단지에는 표준부품을 대부분 

구로공구상가에 주문하여 수급하고 있으므로 부품생산업체는 임가공 

업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림 2-36] 온수산업단지 지역산업의 특성

[온수산업단지 업태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를 최종 판매품 위주로 구분한 것인데, 실

제 현장조사 결과 각 업체는 다양한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특정 상품군으로만 분류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 각 업체들은 스스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 기능 및 생산공정에 따라 기계산업 종사 업체를 재분류

하면 이하의 그림과 같이 기초부품, 중간조립품, 완제품 이상의 세 부

류로 정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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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기능 및 생산공정에 의한 기계산업 분류(출처: 박광순, 2011)

한국표준산업분류 보다 생산공정 및 기능에 따른 기계산업 분류가 각 

업체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또한,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의 역할 파악 역시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 기준을 통해 온수산업단지의 기계산업 현황을 정

리하였다.

온수에 입지한 기초부품 업체들은 단일품종을 대량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문에 대응하여 소재를 가공하는 데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 따라서 단순히 부품생산 업체로 보기 어렵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온수 

내의 부품생산업체는 부품의 임가공 업체로 정리하였다.

- 완성품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는 완성품 제조업체, 플랜트, 생산 설비 

등 거대 기계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는 기계설비 업체로 분류하였다.

[그림 2-38] 온수산업단지 지역산업 업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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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품 생산에 종사하는 업체는 생산품의 성격에 따라 축용, 전동용, 

제어용, 관용, 결합용 등의 총 5개 대분류로 나뉜다.

- 관리사무소, 일반사무업, 기계 외 업체(목재, 아크릴 등) 등에 종사하는 

업체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 기계요소의 임가공 용역은 주조, 금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구분 업태구분 제품특징 가공방식

지역산업

업태분류

임가공 - 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접합

기타

제조
부분품

완성품
설비

기타

[표 2-39] 온수산업단지 지역산업 업태분류

[온수산업단지 업태별 현황]

온수공단의 업태별 현황은 휴업, 응답거부를 제외한 업체 수를 기준

(137개 업체)으로 분석되었다.

- 업태별로 온수공단의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제조(완성품)은 46개 

업체, 기계제조(설비)는 4개 업체, 기계제조(부분품)은 29개 업체, 임가

공은 17개 업체, 기계관련 기타는 1개, 기타는 40개 업체로 나타났다.

- 온수공단의 주된 조업은 기계제조(완성품)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체 업

체 중 약 34%가 완성품 제조업을 주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구분
기계제조
(완성품)

기계제조
(설비)

기계제조
(부분품)

임가공
기계
(기타)

기타 합계

개수
(단위:개)

46 4 29 17 1 40 137

백분율
(단위 :%)

34 3 21 12 1 29 100

[표 2-40] 온수산업단지 업태별 업체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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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업태별 기업 분포도

온수산업단지 내 업체분포도에서는 업태별 편중이 보이지는 않았으며, 

대체로 기계완성품 제조업체의 공장부지가 큰 편이다.

[세부 업종의 특징]

온수공단은 기계제품 제조와 임가공에 관련된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취급하는 기계제품의 세부 종류를 알아보고자 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

를 대상(29개 업체)으로 제조하고 있는 부품의 세부요소를 설문조사 

하였다.

- 기계요소는 결합용, 관용, 전동용, 제어용, 축용으로 나누었으며, 온수산

업단지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기계요소 현황 설문에 응답한 업

체는 21개로 나타났다.

- 결합용 기계요소를 취급하는 업체는 6개, 관용 기계요소를 취급하는 업

체는 4개, 전동 기계요소를 취급하는 업체는 5개, 제어용 기계요소를 

취급하는 업체는 4개, 축용 기계요소를 취급하는 업체는 2개로 파악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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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기계부품의 기계요소별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음 

구분 결합용 관용 전동용 제어용 축용 합계

개수(단위:개) 6 4 5 4 2 21

백분율(단위 :%) 29 19 24 19 9 100

[표 2-41] 온수산업단지 부분품 제조업체의 기계요소별 현황  

[그림 2-40] 부분품 제조업체의 기계요소별 기업 분포도

조사결과 : 입주기업 특징 

[휴업중인 업체]

조사대상은 업체명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144개 업체가 이에 해당

- 144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휴업중이며, 이는 조사대상 업체의 8%

구분 운영중인 업체 휴업중인 업체 합계

개수(단위:개) 133 11 144

백분율(단위 :%) 92 8 100

[표 2-42] 온수산업단지내 휴업중인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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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인 11개 업체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한 결과 특정 지역에 뭉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41] 휴업업체 분포도

[창업년도]

창업년도를 응답한 업체는 모두 64개이며, 1990년대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18개, 1990년대 창업한 업체는 21개, 2000년대 창업한 업체

는 13개, 2010년대 창업한 업체는 12개로 파악되었다.

구분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개수
(단위:개)

18 21 13 12 64

백분율
(단위 :%)

23 29 25 23 100

[표 2-43] 온수산업단지 기업의 창업년도별 분포  

공간적으로는 90년대 이전에 창업한 오래된 기업들이 대체로 산업단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70     온수산업단지 재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42] 창업년도별 기업분포도

[입주년도]

입주년도 조사는 타 지역에서 온수산업단지로 이전한 업체만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온수산업단지에서 창업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에 응한 업체는 128개 업체이며, 창업년도가 확인된 64개 업체 

중 다른 지역에서 업체를 운영하다가 온수공단으로 이전한 업체는 23

개로 창업년도가 파악된 기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 온수공단으로 입주하기 전 위치는 신도림동 문래동, 구로동, 경기도 시

흥시 등으로 온수동 인근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 온수공단에 입주한 업체를 년도 별로 보았을 때, 1990년대 이전에 입

주한 업체 수는 1개, 1990년대 입주한 업체 수는 3개, 2000년대 입

주한 업체 수는 12개, 2010년에 입주한 업체 수는 7개 이다.

구분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개수(단위:개) 1 3 12 7 23

백분율(단위 :%) 4 13 52 31 100

[표 2-44] 온수산업단지 기업의 입주시점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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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1990년대에는 부천시 관할구역에, 2000년대 이후에는 서울시 

관할구역으로 입주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3] 온수공단 입주시점별 업체 분포도

[지역내 생산 네트워크]

지역 내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수공단 내에서 상호간에 

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온수공단에 있는 업체 중에 19개 업체가 온수공단 내에 있

는 타 업체와 거래한다고 응답하였다.

- 거래업체 수가 10개 이하인 업체는 14개(74%), 거래업체 수가 10개 

이상인 업체 수는 5개(26%) 이다.

- 단, <기수공구>는 거래 대상 업체가 120개 업체라고 답하여 온수에 입

지하여 있는 기업체의 거의 전부와 거래하였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소

모품을 취급하는 공구상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 공구상은 기수공구 외에도 몇 개소 있으나, 거래업체 수는 기수공구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온수공단에 있는 공구상 중 가장 오래되고, 보유한 

재고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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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개미만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수

10개 이상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수

합계

개수(단위:개) 14 5

백분율(단위 :%) 74 26

[표 2-45] 온수산업단지내 생산 네트워크  

[그림 2-44] 생산 네트워크 공간별 분포도

온수산업단지 입구에 위치한 기수공구를 제외하면, 주로 부천에 입지

한 기업들이 온수 내 거래가 활발하다.

- 1990년 이전에 입주 내지 창업한 토착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온

수 내부 거래가 적다.

- 10군데 이상의 온수 내부 거래처가 있다고 응답한 곳은 4곳이며, 대부

분의 업체가 10군데 이하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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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기계산업의 특징 

[기계 완제품 제조업체의 특징]

현황조사에 응답한 64개 업체 중 46%에 해당하는 29개 업체가 완성품을 제

조한다고 답하였고, 이 중 상당수는 기계 설비도 같이 제작한다고 밝혔다.

- 이러한 완성품 제조업체들은 개별 주문에 대응하여 그때그때 새로운 제

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 간주할 수 있다.

- 완성품 제조업체들은 기계 생산에 필요한 소요 부품을 제작하거나 제작

을 의뢰할 수 있는 자체 하청라인을 구축해 둔 상태이다

- 따라서 기계완성품 제조업체들은 기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

치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다.

- 거래 금액 역시 큰 편으로, 거대 생산설비 혹은 특별 주문한 기계의 경

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이르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2-45] 온수 산업단지 기계 완제품 제조업체의 특징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온수에 입지한 다른 부품제조업체, 임가공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기계산업의 

특징 때문이다.

- 각 설계 단계에서 확정된 가공 스펙은 해당기업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던 기업을 선

호하는 경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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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기존 거래선에서 제공하였던 가공 수준을 온수 내 임가공업체가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청 업체 선정

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다.

온수 내부 업체와 거래하는 완성품 제조업체도 일부 존재하나, 이는 

온수에 입주하기 전부터 거래하였던 업체들로 산업단지 내에서 알게 

되어 신규 거래를 체결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기계 부분품 제조 및 임가공 업체의 특징]

완성품 제조업체의 생산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품 제조 및 임가공

업체 역시 나름의 거래선이 있다.

- 문래동에서 이전한 기업 외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문래동과의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다고 응답하여, 문래와의 거래가 활발할 뿐 아니라 문래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의존하는 성향도 크게 나타나며, 문래에서 1차가공이 된 

자재를 구입하여 최종가공하고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체가 다수이다.

대부분의 부분품 제조 기업들이 온수 내부에서의 신규 거래를 기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 즉, 대부분의 기업은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에 만족하거나, 거기서 파생

된 새로운 거래만을 기대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림 2-46] 온수산업단지 기계 부분품 제조 및 임가공 업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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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에 입지한 기계 부분품 제조 및 임가공 기업들 대다수가 기계 생

산 공정의 말단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주 물량도 많지 않았다.

- 부가가치가 가장 적게 창출되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으며 해당 기업체에

서는 최종 가공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부분의 거래선에 의

지하다보니, 수주물량이 안정적이지 못해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하

는 사업주가 많았다.

[온수산업단지 기계제조업의 특징 종합]

양극화된 산업구조(중견기업, 영세기업)로 이원화

- 중견기업(회원사) : 기계설비 완제품 생산/공급(28%)

- 영세기업(준회원사) : 기계생산과정 말단부, 저가소량부품 생산공급(72%) 

- 산업단지 형성 초기부터 있어왔던 회원사들은 완성품 및 거대 설비기기

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도 높고, 연 매출도 수십억~수백억에 이

르는 중견기업들이다.

- 이에 반해 입주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준회원사들은 대개 영세업체

로서 기계요소의 단순임가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가치사슬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해 있다.

각 업체별 생산품에 따른 개별적 업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단내 업

체간 수직 또는 수평적 네트워크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 따라서 부분품 제조 및 임가공 업체들은 공간적으로는 모여 있으나 서

로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준회원사 대부분이 치중하고 있는 기계요소의 임가공 용역은 절삭, 용

접, 천공, 연마, 도색 등으로서 요구 스펙에 따라 공정이 다르고, 취급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타 임가공업체와의 연계가 없다.

- 회원사들이 기계설비 제조를 위해 하청을 주기도 하나, 대부분의 하청

은 산업단지 외부의 업체들과 이루어지고 있고, 재료수급 뿐 아니라 자

재의 1차 가공까지 문래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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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완제품 업체들의 경우 주변지역(경인축)과 산업적 네트워크는 미

약하며, 전국단위 외부지향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47] ‘대가파우더’의 분쇄기, 혼합기 설비 생산/공급 사례

온수산업단지의 기계산업은 이하 그림의 모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48] 온수산업단지 지역산업 네트워크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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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주업체 운영 현황 

임차업체의 증가 

기존 기업의 철수 혹은 규모 축소로 인한 부지나 공장의 임차화가 가

속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소필지 및 소공장이 양산되어 영세화 되었으며, 부적절한 용

도의 유입이 발생하는 등 용도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전체 공단 회원사 입주기업 중 임대 비율이 71.8% 수준으로 높다.

  (입주기업 156개 중 112개가 임대업체로 준회원사)

- 공장 하나에 평균적으로 임대업체 2.55개가 입주해있는 상황이다.

- 산업단지 경계부 보다는 중심부에 노후 공장 및 임차가 집중하는 경향

을 보인다.

[그림 2-49] 부지 내 

소필지/소공장 양산

  
[그림 2-50] 온수산업단지 내 

정회원사 및 준회원사 분포도

구분 필지 업체수 입주기업 대비 비율

정회원사 공장등록 자가소유 입주사 44 28.2%

준회원사 임대주 112 71.8%

입주기업 합계 156 100.0%

[표 2-46] 온수산업단지 입주기업 대비 임대 비율



78     온수산업단지 재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비가동상태 기업의 증가

필지별로 확인이 가능한 단지 내 가동 업체수는 비가동업체보다 많지

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비가동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 특히 비가동업체는 단지 안쪽 부지에 많이 몰려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은 가동 업체가 많이 밀집하고 있다.

[그림 2-51] 온수산업단지 내 정회원사 가동 및 비가동 현황

향후 영등포구 문래동과 같이 '노후공장의 섬'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 주변 대로변의 우선개발 추세로 인하여 중심부가 노후화 되고 지역적으

로 고립되는 영등포구와 같은 현상 발생이 가능하다.

- 온수산업단지 역시 이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가능한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52]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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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황 및 여건분석 

지역 커뮤니티 활동 현황 

1. 온수산업단지 내 커뮤니티 현황

지역 내 커뮤니티 현황

온수산업단지는 서울시(구로구)와 경기도(부천시)의 두 개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 산업단지 관리가 서울시-구로구-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부

천시-경기도에 걸친 여러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와 운영체계가 

복잡하다.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수산업단지 관리공단, 구로구, 서울

시 등 여러 주체 간의 협력과 주체별 역량에 걸맞는 사업 수행이 필요

하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당사자 및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

주체의 확립이 필요하다.

-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 운영의 단일화 필요하다.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온

수산업단지관리공단, 서울 및 부천권역 입주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2013.7월)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추진위원회명 구성시기 위원수 위원의 자격 활동실적

온수공단 
재생사업

추진위원회 
2013. 7. 9인 권역별 정회원사 

운영규칙 제정 및 
실무회의 개최

[표 2-47]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서울 및 부천권역 입주사로 구성



80     온수산업단지 재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온수산업단지 자체 개선 움직임

자구적 환경정비/갈등관리 노력 시작·발아단계로 육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 현재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는 산업단지 내 일부 

반영된 상태로 최근 온수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인근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운영, 입주기업 사내 식당, 매점 등이 산단 내부 편의시설 수요

에 일부 대응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림 2-53] 온수산업단지 편의시설 현황

온수산업단지 내 공단 주도 환경정비/시설공급

⋅주거지역 인근 노후된 공장 벽 정비 후 벽화 작업 및 단지 내 원활

한 도로 이용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전 위한 CCTV 설치/신규 표지판 설치 및 회계, 세무 등 일부 사

업서비스 컨설팅 이벤트 개최 등의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54] 온수산업단지 환경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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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수산업단지 주변의 개선 움직임 

온수동 마을만들기(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구로구 온수동 67번지 일대 262동(921세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제2

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온수산업단지와 중첩된 지역이다.

2011년 5월 구로구가 서울시에 시범사업대상지로 제출하였고, 2013

년 3월‘온수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였다.

- 온수동 마을만들기 진행 시 주민 협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중단되었다.

- 마을만들기 진행시 온수산업단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입장차

가 컸던 관계로 모임이 정례화, 조직화로 발전되는 데는 실패하였다.

부천시 쪽은 주민입장을 대표할 조직 자체가 애매한 상황이다.

[그림 2-55] 온수동 마을만들기 대상지

  

[그림 2-56] 온수동 마을만들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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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현황 및 여건분석 

현황분석 종합 및 과제도출 

1. 현황종합

산단내 50% 이상의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인 노후 건물로, 건물 

노후화 심화되고 있으며, 노후화에 이어 기존 부지/건물을 분할 임차

하는 추세 가속되고 있다.

- 산단 경계부가 아닌 중심부에 노후 건물과 임차가 집중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초기의 기반시설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조성 이후에도 도

로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반시설의 추가 공급은 전무하였다. 산업 및 

생활지원시설의 공급도 미미하여, 별도의 산업지원시설은 없고, 생활지

원시설은 일부가 산업단지 내 자생하고 있다.

기계산업 등 소규모 제조업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종사자수 감소와 생산액, 수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쟁

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구적 개선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산업단지 내외 변화에 

대한 공단의 자구적 대응이 발아 단계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 주차장, 안내간판, 벽화 등 환경개선사업을 공단 자체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2. 과제도출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에 대응하는 시설/기능 도입과 기

반시설, 산업 및 생활지원 기능별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

- 준공 후 40년 이상이 경과된 산업단지로서 시설의 노후화와 영세화가 

가속화되어 단지 내 환경적인 문제가 취약하며, 주 업종인 기계금속산

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산업단지의 부가가치가 저하되고 서울시계지

역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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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선 노력 등 지역내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시계지역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특성 상 서울과 부천권역의 이원적인 관

리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단지의 재생방향에 대한 서울-부천 간 입장

이 다르다.

- 뿐만아니라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기에, 업체와 주민 간 이

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그림 2-57] 온수산업단지의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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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방안 

온수산업단지의 역할 재정립 

1. 온수산업단지의 성장과정 

형성 및 성장기 : 경인로변 준공업지역 번성기(50년대 중반 ~ 80년대)

1950년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경인로변 준공업지역에 공장이 밀집

- 시기적으로 서울시 제조업의 활동기반이자 소비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기아특수강, 동일제강 등의 공업기능과 기계공구상가 등

의 유통기능이 특화되었다.

- 경인로변 및 구로공단의 대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기초소재를 납품하던 

업체들이 모여 서울시 외곽이었던 현 온수지역에 산업단지가 형성되었다.

[그림 3-1] 온수산업단지 인근 경인로변 주요 공장 부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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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온수산업단지 인근 경인로변 주요 공장 부지

No 명 칭 위 치 면적(㎡) 전환여부 현재용도

1 한국타이어 신도림동 646 48,253 전환 공동주택

2 삼영화학 신도림동 644 18,021 전환 공동주택

3 조흥화학 신도림동 645 23,533 전환 공동주택

4 일광기공 신도림동 649 17,051 전환 공동주택

5 종근당 신도림동 642 74,075 전환 공동주택

6 대성연탄 신도림동 60-51 25,651 전환 복합상업시설

7 동아건설 구로동 432-1 8,853 전환 공동주택

8 기아특수강 구로동 1267 43,788 전환 공동주택

9 동일제강 구로동 1263외1 29,979 전환 공동주택

10 세아제강 고척동 63-6 57,261 전환 문화체육시설

11 CJ제일제당 구로동 636-1 34,443 전환중 복합상업시설

12 백광화학 고척동 57번지외21 65,967 검토중 (신도시계획체계)

13 동부제강 오류동 123 97,184 검토중 -

14 쌍용자동차 구로동 584-12 18,104 유지 -

15 한일시멘트 개봉동 222 57,035 유지 -

16 화창기공 오류동 94-11 9,632 유지 -

[표 3-1] 경인로변 대규모 공장부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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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기 : 경인로변 준공업지역 침체기 (90년대 초반 ~ 중반)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서울시 기성시가지 내 공장 신⋅증설 규제

- 도심의 지가상승 및 공장 확장불가 등으로 경인로변 철강, 기계제조 공

장의 지방 및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었다.

[그림 3-3] 경인로변 준공업지역으로부터 공장의 이전 추세 

전환기 : 경인로변 준공업지역 전환기(90년대 후반 ~ 2000년대)

이전 완료된 대규모 공장부지 대부분은 공동주택 등 타 용도로 전환되

면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도시기능이 전면적으로 재편하였다.

온수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관련한 수요자 및 공급자가 점차 지방으로 

유출됨에 따라 온수산업단지의 입지우위가 점차 약화되었다.

[그림 3-4] 온수산업단지의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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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수산업단지의 위상 평가 

수도권 일반산업단지내 위상 

약 16만㎡의 면적에 156개사가 입주해있어 고용인력은 1,918명으로 

밀도가 높은 편이다.

전국 229개 산업단지 내 면적으로는 169위지만 업체수로는 31위, 고

용으로는 75위에 해당한다.

- 준공 완료된 다른 일반산업단지와 비교하면 면적, 생산은 하위권인 반

면 업체수와 고용은 높은 편이다.

- 수도권 내에서는 77개 중 면적 42위, 고용 30위, 생산 42위로 중위권

에 해당하지만 업체수는 8위로 역시 밀집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구분 지정면적 (1,000㎡) 입주계약업체 (개) 고용 (명) 생산 (억원)

온수산업단지 158 156 1,918 76,050

[표 3-2] 온수산업단지 관련 주요 지표

[그림 3-5] 산업단지로서 온수산업단지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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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경제측면에서 온수산업단지의 위상 

서울시와 비교할 때 온수산업단지의 제조업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기

계 및 금속업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 서울시 제조업 사업체수 대비 온수산업단지의 비율은 0.26%

- 서울시 기계금속산업 사업체수 대비 온수산업단지의 비율은 1.45%

- 서울시 제조업 종사자수 대비 온수산업단지의 비율은 0.67%

- 서울시 기계금속산업 종사자수 대비 온수산업단지의 비율은 4.11%

[그림 3-6] 서울시 산업경제측면에서 온수산업단지의 역할 

내수저부가가치형 기계산업 중심으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 2000년 이후 27.4%의 업체가 유출(59개소)되어 2012년 기준으로 

156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전체 입주업체 총수 중 88%인 138개 업

체가 기계업종임

온수산업단지와 인근 산업단지와의 비교

서울 온수산업단지의 밀도는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

로 수도권 평균 0.23(개/1,000 ㎡)에 비해 온수산업단지는 0.99로 4

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서울 디지털단지 7.5, 부산 센텀시티 4.0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도 높

은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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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온수산업단지와 인근 산업단지 산업용지당 입주기업 수 비교

 

온수산업단지는 인접지역과 비교 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토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단지 주소지
표준공시지가 (1㎡/만원)

2012년 기준

서울디지털단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1-3 255

부천오정산업단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28-17
141

온수산업단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100-2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24
148

[표 3-3] 온수산업단지 토지 가격 경쟁력

온수산업단지의 산업전환은 인접 산업단지에 비해 장기간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 서울디지털단지(구 구로공단)의 종사자는 2001년 5만여명에서 2012년 

14만여명으로 연평균 9.7%의 성장을 보여준 지난 10년 간 가장 빠르

게 성장한 산업단지이다.

-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7년간은 연평균 1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시 전체의 2000~2010년 간 연평균 종사자 증가율이 2.3%에 불

과한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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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환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온수

산업단지의 변화는 훨씬 장기간으로 예상된다.

[그림 3-8]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종사자 연평균 증가 추세 

서울디지털단지가 부동산 활황기의 고성장 시대에 자리를 잡았으나, 

현재의 온수산업 단지는 부동산 침체기에 저성장에 돌입한 시점이다.

- 온수산업단지의 최근 4년간 종사자는 감소 내지 유지 추세에 있다.

- 산업 역시 서울디지털단지가 IT와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들어선 산업 

위주라면, 온수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에서도 쇠퇴기인 기계산업을 중심

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생산위주로 단순화되어 있다.

- 따라서 현재의 거시적 경제상황 및 온수산업단지 내부사정 상 급속한 

변화 기대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온수산업단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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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수산업단지 위상변화 요인 

서울시 및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 추세

서울시 산업구조는 제조업 기반은 약화되고 서비스업이 성장하는 추세

로 나타난다.

- 제조업 종사자는 2000년 15.90%에서 2011년 6.11%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서비스업은 77.10%에서 85.60%로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식기반 산업 종사자 비중이 2000년 16.20%에 비해 

2011년 18.17%로 증가하는 등, 지식경제화가 가속되고 있어, 온수산

업단지의 산업변화 또한 이와 같은 서울시 산업구조추세 변화와 무관

하지 않다.

[그림 3-10]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 추세

경기도 역시 서울시와 비슷한 추세로,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 감소율과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율은 다소 낮았으나, 지식기반 산업 종사자수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000년 34.96%에서 2011년 27.74%로 감소

하였으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는 2000년 14.06%에서 2011년 

18.59%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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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경기도 산업구조의 변화 추세

시사점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규모 및 고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데 반해, 온수산업단지는 감소한 후 유지되는 추세로 생산성 또한 

하락세에 있다.

- 작은 면적 내에 많은 업체 수가 입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소규모 기계 

위주의 산업단지이다.

- 입지적으로도 서울시 서남단에 위치하여, 서울시 내 구로구와 경기도 

내 부천시 두 지역 모두 공간적/경제적으로 외곽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서울의 혹은 지역의 산업 중심지 역할은 무리이며, 지역 산업

경제 안에서 적절한 생존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접근일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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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수산업단지의 새로운 역할 정립

경인 산업축의 연계거점 + 공생형 제조기반의 거점

｢2030 서울플랜｣과 ｢경제비전 2030｣에 따르면 서울시의 산업정책은 

창조경제와 기술간의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산업의 발굴 그리고 토착

(지역)산업과의 공생을 통한 특화산업공간 유지 및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온수산업단지는 북쪽으로는 지식창조 R&D Hub로 육성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와 동쪽으로는 서남권 광역일자리거점인 G밸리와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지식기반 산업들과 연

계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제조업기반의 온수산업단지는 신기술(ICT)과 융합하여 현

재 경인 산업축의 연계 거점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남권 내 공생형 제

조기반 거점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3-12] 온수산업단지 주변 산업단지들과의 연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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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방안 

온수산업단지 재생의 방향

1. 온수산업단지 재생 및 경쟁력강화의 필요성 

공간적 측면 : 온수산업단지 노후화 및 기능약화에 따른 변화 필요

산업단지 노후도의 심화 

- 1971년 온수산업단지 준공시 건축된 상당수의 공장건물이 2015년 현

재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건축물의 54.5%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안전사고 등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 다만, 부천권역의 경우 최근 10년간 신축·증축·개축된 건물연면적이 각 

권역별 총연면적의 40.7%인 반면 서울⋅권역은 6.5%에 불과하며, 이

는 서울권역에 지정된 특별계획구역 때문에 신축·증축·개축이 곤란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 서울권역, 부천권역 모두 30년 이상된 건물이 각각 전체의 57.6%, 

49.6%로 높은 노후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온수산업단지 입주기업 영세화 가속

- 기존 기업의 철수 혹은 규모 축소로 인해 부지나 공장의 임차화가 가속되

고 있다.

- 이에 따라 소필지 및 소공장이 양산되어 영세화 되었으며, 부적절한 용도

의 유입이 발생하는 등 용도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전체 공단 회원사 입주기업 중 임대비율이 71.8%를 차지하고 있다.

 ⇒ 산업단지 노후화, 입주기업의 유출 및 영세화 가속 등의 현 상

황에 대응하고, 산업단지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산업

단지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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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 측면 : 내수저부가형 기계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 필요

내수저부가가치형 기계산업 중심으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 2000년 이후 27.4%의 업체가 유출(59개소)되어 2013년 기준으로 

156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전체 입주업체 총수 중 88%인 137개 업

체가 기계업종이다.

- 작은 면적 내에 많은 업체 수가 입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소규모 기계 

위주의 산업단지이다.

양극화된 산업구조

- 산업단지 생태계 분석 결과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연계고리가 미약하고 

각 업체별 생산품에 따른 개별적 업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간 양극

화(중견기업, 영세기업) 되어 이원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중견기업 : 기계설비 완제품 생산/공급(회원사 28%)

- 영세기업 : 기계생산과정 말단부, 저가소량부품 생산공급(72%)

생산액 및 수출액 하락세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규모 및 고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데 반해, 온수산업단지는 감소한 후 유지되는 추세로 생산성 및 수

출액 또한 하락세에 있다.

[그림 3-13] 온수산업단지 고용자 및 생산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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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완료된 서울시 유일의 일반산업단지인 온수산업단지의 경쟁력 하락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 관내 산업단지와 산업밀집

지역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온수산업단지 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발전방향 및 전략설정이 필요하다.

 ⇒ 온수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은 제조업의 약화 

및 지식기반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온수산업단지의 현

재 산업도 내수저부가형 산업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종고도화가 필요하다.

환경적 측면 : 소음과 분진배출이 심각한 노후산단의 재정비 필요

기계제조업종 유치로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문제 심각

- 온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계제조업은 비산먼지, 소음, 냄새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집중호우 시 오폐수 유출되는 등 산단 내 종사자 뿐 아

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 온수동 일대는 과거 서울-부천간 시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발전을 이

루었으며 변화된 도시상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이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한, 도심 적합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물 증․개축 불가로 자연재해에 무방비 노출

- 축대 및 담당 붕괴 등 산업안전 부분이 불안전한 상태이다.

[그림 3-14] 온수산업단지 및 주변 주거지역의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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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의 진입로 공유로 교통안전 문제 발생

- 온수산업단지(서울권)은 별도의 진입도로가 없어 인근지역 주민과 도로

를 공유하는 상황이다.

-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부지는 현재 운전면허학원으로 임대 운영되고 있으

며 이들 차량으로 인해 생활가로가 혼잡하고 사고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산업단지와 주거지의 진입로 분리를 통한 환경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차 만연

- 산업단지 조성 시부터 현재까지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가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요인인 제조부문의 탄소배출량 저하노력 필요

- 서울시는 현재 국내 단위면적당 탄소배출 1위 도시로 이산화탄소 배출

의 주요 요인은 제조업 등의 산업공해, 교통수단의 배출가스, 난방 등 

탄소배출을 들 수 있다.

  (제조부문 : 제조업 등의 산업공해, 수송부문 : 교통수단의 배출가스, 

생활부분 : 난방 등의 탄소배출)

<제조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그림 3-15] 서울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요인

- 또한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부과가 아니더라도 에너지 절약과 환경문제

에 대한 시민의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대도시의 탄소배출에 대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소음과 분진 배출이 심각한 온수산업단지가 지속가능

하고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재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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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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제조업

이 집적하였으나, 온수산업단지 생산품의 수요자 및 원자재 공급자였던 

구로공단 및 경인로변 대규모 공장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이

들 연관 산업체를 따라 온수산업단지 내 주요기업도 지방이전이 진행되

고 있다.

서울시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

-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의 외곽지역에 대하여 규제위주의 정책기조를 유

지해 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온수산업단지와 일대 주거지역을 관리해 

오고 있었다.

- 그러나 광역생활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서울의 외곽지역은 두 도시를 잇

는 연계거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온수산업단지의 역

할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3-16] 온수산업단지의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성

- 특히 과거 정부정책은 주택의 양적 공급 위주로 이루어 졌으나 현재 주

요한 정책기조는 주거지와 함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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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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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수도권 서남부 대단위 주택단지 공급현황

 ⇒ 도시 외곽지역이 아닌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연계 거점으로서

의 온수산업단지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며, 서울 서남권 주거

지를 지원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

하다.

산업단지 관리 측면 : 통합적 관리방안으로 생산성 제고 필요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통상

자원부 산하)의 산업구조고도화계획에 따라 재정비 추진, 수출액 및 고

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온수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고 

준공 이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관리없이 오랜기간 방치되

어 왔으며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경

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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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와 운영이 서울시 - 구로구 -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 

부천시 - 경기도에 걸친 여러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온수산업단지는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공

모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시-㈔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부

천시-구로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대상단지(재생사업 유형)로 선정되

었기에 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온수산업단지에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계획적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율적인 산업단지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업단지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재생방향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원자재구입과 제품판매 시장과의 근접성, 대도시의 

숙련인력 풀(pool) 활용이 용이, 교통의 요지, 최근 새로운 공장 유입 

지속, 배후지의 풍부한 연관산업 등이 강점으로 지목된다.

약점(Weakness) : 시설 및 인력의 노후화와 영세한 규모, 임차화 진

행, 개발지연에 따른 피로 누적, 서울권역의 도시계획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기회(Opportunity) : 기회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의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의 선정이나 뿌리산업 정책 등 온수산업단지에 바람직한 정책적 

흐름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측면

이 있다.

위협(Threat) : 내수경기 악화, 비용 상승, 주거지 갈등, 타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 등이 위협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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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원자재 / 시장 근접성
숙련 인력 기지

교통 요지로 인력 구득 용이
신규 공장 유입 지속
배후지 연관산업 풍부

공단 시설 및 인력 노후화
서울권역 도시계획 규제

개발지연 피로 누적
소규모 영세 산단

임차화 따른 필지 / 공장 파편화 우려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노후산단 재경쟁력강화사업 선정
뿌리산업 관심 환기

IT 융합 등 산업구조 재편 기회 존재

내수 경기 악화 (산업 & 부동산)
임대료, 인건비 상승

인근 주거 증가로 인한 이주 압력
경기도 신규 산단 개발 중

[표 3-4] 온수산업단지 SWOT 분석

SWOT 분석을 통한 온수산업단지 전략 도출 

SO(Strength-Opportunity) : 현 강점을 기회로 살리는 전략

- 대도시 서울이라는 지리적 입지 우위를 바탕으로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산업측면에서 정체된 산업구조

를 자체 입지 우위를 바탕으로 연관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세운다.

- 연관산업 유치 및 업종 관리, 단지 내 산업지원 기능 도입 등이 대표적

인 관련 사업의 유형이다.

WO(Weakness-Opportunity) :　약점을 개선하여 기회로 살리는 전략

- 노후화에 대응하는 기능순응적 개발을 통해 산업단지의 환경 기능 향상을 추

진하며,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있어 현 기능에 부합하는 환경 정비를 추진하

는 전략을 세운다.

- 자구적 환경개선 장려, 부지/블럭별 수복형 개발 유도, 중앙정부 사업 

활용방안 모색 등을 꾀한다.

ST(Strength-Threat) : 강점을 가지고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

- 내부 역량 육성을 통해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 관리 구현하

고, 장기적으로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단

지와 주변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략

을 세운다.

- 산업단지 내 모임 지원, 주민 및 지자체와의 소통 창구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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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수산업단지 재생의 방향  

점진적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공간정비 우선시행 

기계위주의 현 산업구조를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기술융합형 산

업단지 재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제조업과 기술융합형 산업 각각

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건축물 공급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점진적 개발 유도 

최근 이전을 통해 비어있는 빈공장부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순차

적 정비 가능하도록 임차공장 우선 입주를 유도한다.

전략시설 도입을 통한 재정비 촉진 

산단 재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앵커시설의 전략적 입지 유도

- 전략시설 부지에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산업단지 내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도입하고, 복합용지 우선 사업 시행으로 산단 재정

비 운용자금을 확보한다.

- 개발가용지로 검토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서울온수산업단지 관리공

단본부’ 부지에 앵커시설 및 산업지원센터, 개발지원 R&D센터 등의 시

설을 유치한다.

- 산업단지 내 부지별 점진적/단계별 재생 활성화를 유도한다.

재생사업지구 지정 추진 

효과적인 재생사업 시행을 위해 주변지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 지정

을 추진한다.

- 산단 입구 정비 및 온수역세권과 연계한 주변부 개발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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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방안

미래상·목표 및 재생전략 

1. 온수산업단지의 미래상 및 재생목표

미래상 및 재생목표

온수산업단지는 마곡 및 G밸리와 연계하여 제조업기반의 토착산업과 

신기술(ICT)과 융합하여 현재 경인 산업축의 연계 거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남권 내 공생형 제조기반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서울형 

Industry 4.0 거점단지로서 위상을 가지도록 한다.

서울형 Industry 4.0의 거점단지

제조업기반의 기술(ICT)융합형 산업단지로 점진적 고도화

[그림 3-18] 온수산업단지의 재생목표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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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전략

단기전략 :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영세업체 지원

[영세업체 지원 : 산업정책+공간정책(환경개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영세업체 지원정책 등을 온

수산업단지에 확대적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온수산업단지 협의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초적인 도로,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통해 산업체 근무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선정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재

정비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중장기전략 : 산업단지의 제조업기반 점진적 고도화

[공공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점진적 산단 재생]

공공주도로 산업단지내 가용지를 활용하여 앵커기능 도입을 통해 산업

단지의 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선도사업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제조업기반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운영]

공공의 지원을 통한 선도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재생의 활성화를 유도

하되, 민간 차원의 자생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 등 맞춤

형 인센티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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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방안

단기 추진전략 

1. 중소기업 지원시책 활용한 영세업체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온수산업단지는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활용은 현재 미미함

-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차원에서 회계, 세금 등에 대한 1회차 교육 등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단발적인 시도로서 호응도가 높지 않았고 구로구

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 사례 또한 없다.

개선방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네트워킹, 해외판로 개척 등의 기업사

업을 온수산업단지에 확대하여 소규모로 적용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

책과 연계한다.

- 중앙정부, 서울시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원

이 필요한 입주기업에게 자료제공 등의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단기적으로는 전체 지원유형 중 특히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확대하게 되면 (가칭)산단만들

기 등의 사업을 통해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혹은 협의체가 주관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가로 모색한다.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 사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추진하고, 추후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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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수산업단지 인프라의 개선 

노후된 축대 등 환경개선

[현황 및 문제점] 

온수산업단지 자체의 노후도 증가로 노후건축물 입지에 따른 안전위험

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권역내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한 축대를 방치

하는 등 안전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후한 축대> <현장사진>

[그림 3-19] 온수산업단지 내 노후 축대 현황

[개선방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기반시설 등의 정기적 안전진단 추진(민간전문

가), 안전컨설팅, 안전진단, 교육 등을 실시한다.

- 영세 제조공장의 옹벽보수 등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지원이 필요하다.

- 노후 축대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보수하

도록 한다.

안전분야 전문가를 통한 산업단지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옹벽, 노후 공공시설은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보수, 민간시설에 대

해서는 클린사업장 등 작업장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110     온수산업단지 재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3.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온수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

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대 민간에서 조성한 첫 번째 산업단지

로 현행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

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유치업종을 열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유치업종의 배

치계획은 생략한다)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

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

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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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

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

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온수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 다소 미

흡하다.

- 이로 인해 산업단지의 계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현재 미

수립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재

정비를 통하여 현재 미흡한 부분인 공장의 배치나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온수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과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의 경우에도 각각의 구성요소가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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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내 수립 여부

산업단지의 면적 ●

입주대상업종 및 기업체 자격사항 ●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사항 ●

업종별 공장의 배치 X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X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

[표 3-5] 온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항목별 수립여부 검토

[개선방안]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공모사업재신청, 2015)과 연계하여 산

업단지 관리계획체계를 재정립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온수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분리시켜 재정비하여, 서울(구로)-부천간 통합 관리가이드

라인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산업단지의 관리를 추진한다.

[그림 3-20] 산단관리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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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중장기 추진전략 

1. 공공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전략(앵커)시설 도입

전략시설 도입관련 법적 기준 검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나의 용지에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가능하도록 하는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

(2014.01.14)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전략시설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

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

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

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

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

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

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溜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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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의 면적 및 규제사항이 

명시(2014.07.14.)되어 있어 복합용지의 과다 설치를 방지한다.

- 산업시설용지에 포함되는 복합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에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

로써 복합용지의 과다 설치에 따른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의 손실을  

방지하고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③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

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 농공단지: 100분의 60

이처럼 복합용지 도입을 통한 전략시설의 도입은 가능하나, 과도한 복

합용지의 도입은 규제하고 있으므로 온수산업단지의 경우도 복합용지

가 산업시설용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온수산업단지의 산업시설면적은 약 12만㎡ 이상으로 전략시설 도입 대

상지 규모 등을 검토할 때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시설 도입 가능부지 검토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산업시설구역,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로 구성되는 공공시설구역 그리고 공단을 지원하는 시설이 입

지하는 지원시설구역으로 구분한다.

이 중 공공시설구역은 산업시설구역 내 기반시설과 녹지시설구역 내 

기반시설로 구분한다.

온수산업단지(서울권역) 내 전략(앵커)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이중 공공시설구역 내 녹지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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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면적 (㎡)
산업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녹지시설구역

(㎡)

서울권역 107,012 83,439 22,532 1,041 -

부천권역 50,548 39,315 11,233 - -

계 157,560 122,754 33,765 1,041 -

구성비 100.0 77.9 21.4 0.7 0.0

[표 3-6] 온수산업단지 내 용도별 관리구역(출처 :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

구분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녹지시설구역

(㎡)

서울권역 22,532 14,689 - - 7,843

부천권역 11,233 11,233 - - -

계 33,765 25,922 - - 7,843

구성비 100.0 76.7 0.0 0.0 23.3

[표 3-7] 온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현황(출처 :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주요 가용지 현황

- 온수관리공단부지 및 자동자운전전문학원 부지는 온수산업단지 내 실질

적 가용지로서 동 부지에 산업고도화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앵커시

설 도입

- 온수산업단지 관리공단은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 소유자로 운전

학원에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음

구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온수산업단지 관리공단본부

주소 구로구 온수동 65-3 일대 구로구 온수동 100-28

면적 7,843㎡ 1,041㎡

비고 공공시설구역 내 녹지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표 3-8] 온수산업단지 내 가용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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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시설 도입방안

개발가용지로 검토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과 ‘서울온수산업단지 

관리공단본부’ 부지에 전략기능을 도입한다.

- 기계제조업 중심의 온수산업단지 기존 산업기반의 보호 및 점진적 고도

화를 위한 앵커시설로 제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한다.

- 제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체 및 벤처기업의 입주시설로서 현재 

산단 내 입주 제조업종 업체 유치 및 재입지가 가능하다.

부지별 세부 실현방안

-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을 활용(리모델링) 산업지원센터 설립하여 각종 

교육, 컨설팅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근로자 휴식 공간 등으로 활

용한다.

- 자동차학원부지는 산업고도화를 위한 앵커시설 도입하여 제조업 기반 

산업공간, R&D센터, 지원시설 등 복합 앵커시설을 통한 산업 고도화 

기반을 조성한다.

[그림 3-21] 온수산업단지 내 전략(앵커)시설부지 계획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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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기반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운영

기본방향 

공공지원을 통한 전략시설 도입과 함께 온수산업단지 기업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업체의 점진적 재생을 유도한다.

- 높이규제 완화로 인한 사업성 개선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유도

한다.

인센티브 운영방안

서울권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20m 이하)는 유지하되, 서울-

부천 간 통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유치업종(지식산업센터) 입

지 시 높이 완화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연스러운 산업활성화와 재

생을 계획한다.

- 현 지식산업센터 입지시 7층, 30m에서 층수제한을 없애고 30m 이하

의 높이기준만 규정한다.

-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입지시 건폐율 완화(60%→70%) 규정 도입을 검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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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실행방안 

1.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 수립(통합 관리방안 마련)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 수립

온수산업단지는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공모

한‘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시-㈔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부

천시-구로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대상단지(재생사업 유형)로 선정되었다.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

구를 의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

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

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

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가능하다.

-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 및 제39조의9에 따른 재생시행

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고시(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포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0)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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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 및 제39조의9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

사업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시행 시 지원사항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

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준인 40%로 완화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

고 산업용지의 분양 이윤율 또한 최대 15%로 완화 받을 수 있다. (기

정 50~60%에서 완화 : 산업시설용지 비율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높

아짐)

기존에는 복합용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만 지정하여 용적률을 350%까

지만 허용하였지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상 

용적률 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과 통합하여 재생지구로 개발이 가능한 범위가 산

단면적의 30%→50%로 완화되었고 총괄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어 수많

은 결정사항들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사업추진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

이 있다.

공공의 지원으로는 부지조성비, 공동구 건설비, 기반시설비, 이주대책

사업 등의 다수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구분 지원사항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준인 40%(기정 50~60%에서 완화)

복합용지 용적률
법상 용적률 최대한도 400% 가능(기정 350% : 일반공업지
역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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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의 비용 지원

개발 사업성 산업용지 분양 이윤율 최대 15% 허용

[표 3-9] 노후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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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지원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온수산업단지는 민간 주도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현재 (사)서울온수산업

단지관리공단이 산업단지 관리를 맡고 있다.

- 온수산업단지는 서울시(구로구)와 경기도(부천시)의 두 개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 산업단지 관리가 서울시-구로구-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부천

시-경기도에 걸친 여러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와 운영체계가 복잡

한 상황이다.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2013. 7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

으나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림 3-22]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기본방향]

부천권역과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하나의 산업단지, 

하나의 관리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온수산업단지는 행정구역이 중첩되어 있으며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이 인

접해 있고 입주기업 역시 임차여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 여기서 나타나

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 지역주민이나 입주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

는 공식적인 통로 역할을 한다.

- 산업단지 내·외부 및 전문가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주체가 함께 참여

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점

진적인 산업재생의 모델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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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계 운영방안]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추진·운영 중인 4자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내·외부 및 전

문가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점진적인 산업재생의 모델을 

구축한다.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의 운영방안

- 온수산업단지의 발전방향 및 사업협력 추진방안 및 온수산업단지 산업

의 발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시설 논의한다.

- 재생사업 추진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한다.

실현방안

-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재생추진위원회를 정례화하고, 민관 대표가 참여하

는 현 위원회 구조에서 시작하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의 점

진적으로 전환한다.

- 공공주도의 운영이 아닌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이 중심이 되어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3-23] 온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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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조례개정 등)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개정)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 산업단지와 관련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마곡산업단지에만 적용되는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만 시행 중이다.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의 기능 및 구성,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별도의 조례가 있는 마곡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는 부재한 상황이다.

[개선방안]

산업단지 조례 제정(또는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

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산업입지법상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반영을 통해 민간의 

사업참여 여건을 마련해준다.

-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윤율,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입주우선순위 등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

는 녹지율 및 도로율(산업입지법)을 위임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추가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사항,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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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종합 가이드라인

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울/부천권역 통합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온수산업단지는 2008년 5월 29일에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81

호)된 온수역 지구단위계획 중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다.

- 하지만 이는 서울권역에만 해당하므로 부천권역에는 별도의 관리지침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러한 이원적인 관리방안으로 인하여 높이/밀도 등

의 규제사항이 있는 서울권역과 다르게 부천권역의 경우에는 건폐율 

80%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다른 규제사항은 없다.

[그림 3-24] 온수산업단지 주변 지구단위계획 현황

[기본방향]

온수산업단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지구단

위계획구역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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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관리기준(안)]

별도의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

- 현재 온수산업단지는 온수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세부개발계획수립 없이 개별 건축행위가 불

가능하다.

- 이러한 관리방안은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세권 지구단

위계획이라는 목적하에 작동하는 계획방침이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

되어 있기에 개별필지 및 개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기 보다

는 전면적 철거에 의한 산업단지의 개발이라는 성격이 강하기에 본 ‘준

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상이하다.

서울-부천권역 통합 온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

- 또한 온수산업단지는 서울권역과 부천권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

합관리할 계획방안이 없기에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분리하여, 

온수산업단지의 서울권역을 부천권역과 연계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는 추후 재생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을 협

의의제를 통해 적용할 수 있기에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25] 서울-부천 온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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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에 관한 가이드라인 

용도지역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혼재

- 현재 산업단지 내 개발가용지 중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는 제2종일

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용적률 200%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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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표 3-10] 온수산업단지 용도지역 현황

[기본방향]

개발가용지(주거지역)의 경우 전략(앵커)시설로 개발 시 용도지역 변경

을 검토하여 용적률 등 높이완화를 통하여 전략(앵커)시설의 실현가능

성을 향상시킨다.

[개선 관리기준(안)]

전략(앵커)시설 부지 계획 시 용도지역 변경 검토

- 개발가용지로서 전략(앵커)시설로 개발이 가능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부지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로 지정되어 있다.

- 현 용도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0%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내 필요한 시

설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부지 개발 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

역 변경을 검토하여 용적률의 완화(주거지역:200%→준공업지역:400%)

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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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업지역은 총량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반

영구적으로 준공업지역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을 해제하여, 대체지정을 

통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한다.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가구 및 획지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소규모 필지 및 비정형화된 필지 다수 존재

- 과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세운 산업단지이기에 당시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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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온수산업단지 내 필지 규모

[기본방향]

체계적인 획지계획을 통하여 개발규모를 관리하고 추후 개발 시 도로 

보수 및 산업지원시설 확충이 용이하게 계획하여 민간이 점진적·순차

적으로 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장래 여건변화와 개발 시 실수요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

도록 융통성 부여한다.



제3장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방안        127

[개선 관리기준(안)]

지형 및 현황필지구조를 고려한 적절한 개발규모 기준 마련

- 온수산업단지 내 도로를 제외한 필지의 평균 규모는 약 870㎡이고, 

1,200㎡ 미만(과소필지 30개:19.1%)의 부지가 약 75% 이상으로 소

규모 필지가 대다수고 산업단지의 동서측의 지형차(약 7~9m)가 심하여 

지형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이 필요하다.

- 기존의 필지형상과 지형 그리고 소유자 등을 파악하여 부정형이거나 과

소필지의 경우 합필을 유도하여 개발하도록 한다.

-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부지규모를 살펴보면 G밸리는 약 6,800㎡이고 非

산업단지는 약 5,300㎡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방안 연구, 2014)에 따르면 지식

산업센터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약 2,500㎡의 부지가 필요하다.

구분 산업단지(G밸리) 非산업단지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공장용지 평균면적(㎡) 6,800 5,300 2,000~3,000

[표 3-12] 지식산업센터 개발부지 면적 사례

※ 가구 및 획지 계획(안)은 세부계획 수립 시 조정가능

[그림 3-26] 온수산업단지 획지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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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온수산업단지 내 평균 필지규모를 적용, 지식산

업센터 건립가능한 최소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필지 3~4개소가 합필

되어 개발가능한 규모인 3,000~4,000㎡를 적정 단위로 설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 [그림 3-26]에서 제시한 가구 및 획지 계획(안)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시 조정 가능하다.

4. 건축물에 관한 계획(높이, 용적률, 용도) 

① 높이에 관한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서울권역의 경우에는 최고고도지구(20m 이하)가 대부분이고, 일부인 

주거지역은 최고고도지구는 아니지만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중 특

별계획구역 내에서 규제하는 높이를 적용받는다.

- 서울권역의 경우에는 최고고도지구 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계

획 시 높이를 완화(20m→30m)해주는 기준을 운영하지만, 부천권역의 

경우에는 건폐율(80%) 이외의 규제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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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온수산업단지 내 높이 및 건축규제 현황

[그림 3-27] 현재 밀도/높이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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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부천권역과 서울권역의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권장용도 입지 

시 건폐율 및 높이에 대한 사항을 완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개선 관리기준(안)]

현재 서울권역에만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산업단지 전체

로 확장시켜 온수산업단지의 통합적인 관리규제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부천시의 협의 필요 : 서울-부천 온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안))

건폐율 및 높이 등의 규제사항을 지식산업센터(제조형 기반)의 유치 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전략(앵커)시설 및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입지 시 인센티브(건폐율 완화 

60%→70%)를 부여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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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4] 온수산업단지 건폐율·높이 계획 예시(안)

※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기준은 이미 폐지(지구단위계획에 변경 반영 필요)

[그림 3-28] 개선 관리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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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적률에 관한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온수산업단지 용적률 현황

- 온수산업단지는 단지의 대부분이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

률은 400% 이하를 적용한다.

-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200%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온

수산업단지 내 건축물은 대부분 4층 이하의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 온수산업단지 내의 평균 용적률 현황은 약 78%이고, 이 중 서울권역은 

약 82%, 부천권역은 약 74%로 용적률 40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구분 용적률(%)

산업단지 전체 78.02

서울권역 81.82

부천권역 74.11

[표 3-15] 온수산업단지 용적률 현황

                                 

[기본방향]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

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번 재생사업지구 선정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활발한 재생사업 추진이 예상되

는 바 세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재생계획(실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의제 포함)에 반영 및 제도화해야 한다.

[개선 관리기준(안)]

온수산업단지 외부공간 관리 및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한계선 등 

가이드라인 준수 및 권장용도(지식산업센터 등) 계획 시 허용용적률 

400% 적용 등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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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도에 관한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업종관리기준 현황 (관리기본계획 중 입주대상업종 계획)

- 온수산업단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중 입주

대상업종을 살펴보면 지식기반제조업, 기타 제조업(공해발생업종 제외), 

아파트형 공장, 기타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 특정유해물질·폐수 및 대기오염 등이 발생하는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입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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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제외

아파트형공장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중 아파트형

공장에 적합한 공장 및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2호

에 의한 산업

기타업종 입주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산업

[표 3-16] 온수산업단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대상업종 

[기본방향]

현 관리기본계획 상 폭넓게 입주업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조를 

유지하여 재생계획(실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의제 포함) 수립 시 재정

비를 통해 다양한 업종이 입지 가능하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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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관리기준(안)]

재생계획 수립 시 현재 용도계획 수용

- 재생계획 수립 시 용도계획 수립을 통해 현 관리기본계획 상 수립되어 

있는 용도계획을 적용하여 다양한 업종이 입지하도록 계획한다.

- 단, 특정유해물질 유발 업종, 폐수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업종, 대기오

염 다량 배출업종 등 주변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업종들의 입지를 지

양한다.

- 불허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업종이 산업단지 내 입지하도록 

한다.

권장용도 지정

- 산업단지 내 권장용도를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방안과 연

계 운영한다. (예 : 제조기반 지식산업센터 입지 시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5. 기반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원·녹지 및 공지 확충

[현황 및 문제점] 

도로 외 기반시설 대부분 미비한 상태이며, 온수산업단지 내부에는 조

성되어 있는 공원·녹지 및 공지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림 3-29] 온수산업단지 내 공원·녹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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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온수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 주차장 부지 확보를 통해 산업단지 공

용주차장 건립, 전략부지 개발 시 공원 및 공공공지 등을 조성하여 녹

지공간도 확보하도록 한다.

- 가로공간에 머무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계

획하여 가로의 활력 부여를 도모한다.

- 개별부지의 개발여부 및 대지규모 등에 따른 보행자 동선 단절 등 현황

을 고려한다.

[개선방안] 

기반시설 확충 가능 후보지 선정 및 새로운 개발시 단계적으로 확충

- 일부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 전략 부지 및 공장건립 등의 개발계획 시 사업부지의 기부채납을 통해 

녹지축을 계획한다.

공원 및 공지 점진적 확보  

- 인접대지 연계부에 지장물 설치를 금지하고 전면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

하도록 하고, 주요축 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 및 휴게 공간확보를 위하

여 신축 시 건축한계선을 계획한다.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경우 시각적 연계

성을 위하여 공공보도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바닥포장을 계획한다.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가능 후보지 

- 온수산업단지 주변 : 온수동 97-1, 96번지 일대 (면적 : 5,482㎡)

⋅개인소유, 개발제한구역, 온수도시자연공원

⋅온수산업단지 경계부 확장 검토 및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조성 시 검토가 필요하다.

- 온수산업단지 내 : 온수동 99번지(면적 : 3,271㎡)

⋅현재 관리공단이 사단법인 ‘한국 뇌성마비 복지회’에게 임차하여 임

시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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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공원·녹지 점진적 확충방안

도로시설 확충

[현황 및 문제점] 

온수산업단지 서울권역의 경우 별도의 진입도로 없이 입주업체와 인근 

주거지 주민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어 진입로를 공유하는 주변지역의 

아이들과 노약자에게 생활안전을 위협하며,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온수산업단지 내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운송 및 이동하는 차량

의 흐름이 열악한 상태이다.

[그림 3-31] 온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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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현재 입주하고 있는 공장의 철거를 통하여 조성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공장용도가 입지하는 경우 건축한계선 및 기부채납 등을 통한 

도로확폭을 계획하고 온수역 ~ 온수산업단지로 진입하는 구간의 경우

에는 공공지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선방안] 

도로시설의 점진적 확충

- 현재 부일로(온수역 방면)에서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주 진입로의 미개통

으로 온수골 마을길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 차량 및 보행로

와 분리된 안전한 산업단지 진입로를 우선 확충토록 한다.

- 공장(지식산업센터) 등의 사업계획 시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공개공

지 및 도로를 확폭하여 점차적으로 온수산업단지 내 도로폭 확장하도록 

한다.

[그림 3-32] 기반시설 점진적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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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 외관에 관한 가이드라인 

담장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보도변을 따라 설치된 담장으로 인하여 폐쇄적 가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 건물의 가로대응에 한계가 발생한다.

개방형 가로를 조성하여 보행자와 저층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담장설

치를 가능한 하지 않는다.

[개선 관리기준(안)]

폐쇄적인 가로환경을 만드는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에 설치된 담장

의 경우, 담장허물기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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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에서 담장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해야할 경우(창고형공장 등), 투시형담장으로 설치하거나(매

쉬소재 사용금지) 차폐용 수림을 식재하도록 한다.

[그림 3-33] 담장 가이드라인 제시

[그림 3-34] 담장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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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및 재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색채 및 재료사용은 시각적 공해이자 환

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이다.

주변의 건축물,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및 재료계획으로 전체

적으로 통일성 있는 가로공간을 유도한다.

[개선 관리기준(안)]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저채도의 색채사용

을 유도한다.

- 전면과 측후면의 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으로 사용한다.

- 저층부 벽면에 저채도의 그레이 및 브라운계열 사용을 권장한다.

본래의 건축재료가 지닌 색채 및 소재감을 살려서 재료를 사용한다.

- 주변과 조화를 위해 유사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저채도의 대리석(화이트, 그레이, 브라운계열), 목재사이딩 치장, 투명유

리, 철제프레임의 사용을 권장한다.

[그림 3-35] 색채 및 재료 가이드라인

[그림 3-36] 저채도 색채사용 및 본래의 재료소재를 살린 예시사례





04
별첨자료

4.1 온수산업단지 사업체 분포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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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별첨자료 

온수산업단지 사업체 분포현황 조사 

1.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개요 

조사대상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대

조사범위 

- 토지이용계획상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한정하였으며, 해

당면적은 약 0.14㎢

[그림 4-1] 조사대상지 범위



142     온수산업단지 재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사기간  

[사전조사(2014.11.08.~2014.11.15.)]

사전조사 기간에는 현장조사 전에 지역 답사 및 온수동 담당 팀장과 

조사항목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 지역답사와 회의를 통하여 조사대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불

어 조사항목을 도출하였다.

[조사표작성(2014.12.09.~2014.12.14.)]

조사표작성 기간에는 사전조사 기간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

사 일정 및 조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사표 작성 및 베이

스 맵 구축을 완료하였다.

[현장조사 실시(2014.12.15.~2014.12.16.)]

온수산업단지 지역산업 업태별 현황조사는 총 2일간 진행하였고,

온수산업단지는 업무가 분주하지 않은 시간인 오후2시 이후에 중점적

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방법 

사업체 현황 조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은 모두 7명으로 구성

- 매핑을 담당하는 연구원은 2명으로 1명은 조사기획 및 내용분석을 담

당하고, 1명은 GIS를 활용하여 조사된 내용을 지도화하는 작업을 담당

하였다.

- 조사원은 현황조사의 정확성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현황조사를 

경험했거나 관련 수업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 온수산업단지 현장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은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3학

년 학부생 5명이다.

- 조사원들은 조사 시행 이전에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설명, 조사의 목적 

및 방법 등을 교육하여 현장조사의 맥락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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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휴업 중인 업체,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업체명, 위치, 창업

년도 등), 업체의 업태 특성에 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온수산업관리공단의 회원사 등록 여부와 지역 내 네트워크 정도를 파악

하고자 회원사 가입현황, 온수공단 내에서 거래하는 타 업체 수 등의 

조사항목을 추가한다.

조사내용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휴업, 폐업, 이전 등으로 조사

가 불가능한 업체, 응답을 거부하는 업체 등이 있어 일부 조사가 시행

되지 못한 업체 발생하였다.

- 또한, 조사가 업무시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사항목의 뒷부분에 해당

하는 업태별 현황의 세부적인 항목의 답변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사원들은 업체에 방문하여 조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업체 관계

자에게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형태로 현황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응답 내용은 조사표에 조사원이 기입하였다.

- 조사결과는 엑셀에 코딩하였고, 내용을 분석하여 차트와 도면을 제작하

고, 매핑은 GI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조사에 응답한 업체 및 주요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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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창업
년도

입주
년도

입주 전 위치
조사미실시

사유
회원사여부 업종세부 비고

온수지역 내 
거래하는 
업체 수

대천산업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평화시스템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태원정밀공업

사
준회원사 기타 선반

수성운반기계 준회원사 기타

지게차, 

핸드카 

판매대리점

HP테크 　 　 　 　 　 기타 LED전구 　

온오금속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철판

JS이엔지 2011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철판용접 　

경일화학 준회원사 기타 욕조배수

갑인철망 2010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유연테크 준회원사 기타

강원NI스틸 1997 　 　 　 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10

선진하이텍 준회원사 기타

거창 2000 　 　 　 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철판 20

태성정밀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광성지류 2011 2012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대진 ENG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압출기

금성알루미늄 1994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알미늄금속

천정제
　

대영풍력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송풍기제조

기수공구 1997 1997 　 　 회원사 기타 자제판매 120

대창정밀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기흥상사 2014 　 　 　 　 기타 의류 　

바이오제닉스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대가파우더시

스템
1960 1960 　 　 회원사 기계완성품

분쇄기,혼합

기,건조기 

외

　

세원정공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태흥체인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대가파우더시

스템
1960 　 　 　 회원사 기계완성품

(1공장, 

전기, 총무, 

연구)

　

대가파우더시

스템
1960 　 　 　 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생산용접) 　

대가파우더시

스템
1960 　 　 　 회원사 기타 (설계) 　

힘찬산업 1995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식품기계

신신정밀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대가파우더시

스템
1960 　 　 　 회원사 기타 (영업) 　

[표 4-1] 온수산업단지 업체 현황조사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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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창업
년도

입주
년도

입주 전 위치
조사미실시

사유
회원사여부 업종세부 비고

온수지역 내 
거래하는 
업체 수

화남정밀 1991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K.B.C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대건특수도장 2003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5

하이몰드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대고산업 1995 　 　 　 회원사 기계부분품 　 　

케이원엔지니어

링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대양엔지니어링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영도정밀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임가공

화인몰드넥스 2000 준회원사 기타

대양기공 1992 2012 신도림동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기계공구 　

기산기계 조사거부 　 　

대양기공 1992 2012 신도림동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기계공구 　

국제안전유리 회원사 기타 유리제작

대양기술 　 　 　 휴업 　 　 　 　

대진미화 회원사 기타 구두수선

대원기계 2011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철판용접, 

철판절단
　

대호기업 회원사 기타

델타기계주식회

사
1997 2007 문래동 　 회원사 기계완성품 기계톱 2

두성기계 회원사 기계완성품

성광특수강화유

리
회원사 기타 유리취급

동양에프앤씨 2002 　 　 　 회원사 기계완성품
다이아프랭

밸브
50

동양유공압 1985 2007 신도림동 　 회원사 기계부분품 유공압기계 　

삼영기계공업 1963 회원사 기계완성품

디에스코리아 　 　 　 조사거부 　 　 　 　

삼호기계 회원사 기계완성품

레드솔루션 2014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디자인 

샘플(기계부

품)

　

손오공 1986 회원사 기타 완구

마루 2014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디자인 

샘플(기계부

품)

　

A.S 코리아 1975 회원사 기타 문구류

부전산업 　 　 　 조사거부 　 　 　 　

삼도기계 　 　 　 　 회원사 기계부분품 　 　

삼마체인 2004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삼성와샤공업사 1972 1984 문래동 　 회원사 기계부분품 　 4

[표 4-2] 온수산업단지 업체 현황조사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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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창업
년도

입주
년도

입주 전 위치
조사미실시

사유
회원사여부 업종세부 비고

온수지역 내 
거래하는 
업체 수

삼성특수브레이

크
1989 2004 구로동 　 회원사 기계완성품

브레이크 

라이닝
　

용선테크 회원사 기계부분품

유일엠에스 1984 2012 개봉동 회원사 기계부분품

삼우금형 　 　 　 휴업 　 　 　 　

한미F.A산업 1985 2002 신도림동 회원사 기계완성품

삼원정밀 　 　 　 휴업 　 　 　 　

한신산업 회원사 기타 철망

삼환기공 1994 2004 문래동 　 회원사 기계완성품
기계, 

전자브레이크
2

흥화공업 회원사 기타 부동산임대

삼흥 1991 　 　 　 회원사
기계설비제

조
　 1

상우금형 　 　 　 휴업 　 　 　 　

서경산업 2011 2011 역곡동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1

서광테크 2005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보일러, 

기름탱크, 

송풍기

4

수도금속공업 1971 　 　 　 회원사 기계부분품 　 　

신성강건 1979 2006 오류동 　 회원사 기계완성품
철판, 

금속제품
　

신성테시칸트 　 　 　 　 회원사 기타 방습제제조 　

신진스틸 2008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절단,절곡물 

제작
5

신한정기 　 　 　 휴업 　 　 　 　

신흥중기 1997 　 　 　 준회원사 기타 수리 　

업체명 없음 　 　 　 휴업 　 　 　 　

영남수지산업 1995 　 　 　 회원사 기계완성품
파일캡 

용접철망
　

온수자동차정비

공장
　 　 　 휴업 　 　 　 　

우대인텔 2011 　 　 　 회원사 기타 　 　

이레산업 

파워물산
1993 1993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공업용 끈 

제작
3

이원정공 2008 　 　 　 　 기타
플라스틱, 

숟가락
　

인포드림 2011 2014 　 　 준회원사 기계부분품

디자인 

샘플(기계부

품)

　

자화전자주식회

사
　 　 　 　 회원사 기타 연구소(R&D) 　

재경테크 　 　 　 조사거부 　 　 　 　

제우스이엔지 2007 2009 시흥동 　 준회원사 기계완성품

입형다단모터

펌프, 

부스터펌프

　

[표 4-3] 온수산업단지 업체 현황조사 결과 (계속) 



제4장  별첨자료      147

상기 업체 목록에서 동일한 업체가 다른 행에 있는 것은 온수 산업단

지 내 동일기업이 다른 공장을 보유하는 경우였다.

- 대가파우더시스템의 경우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공단 내에 보유

하고 있고, 또 자체 연구소도 별도로 존재하기에 여러 번 집계하였다.

2. 제조업체 특징 관련 인터뷰 결과 

기계 완제품 제조업체 

현황조사에 응답한 64개 업체 중 46%에 해당하는 29개 업체가 완성

품을 제조한다고 답하였고, 이 중 상당수는 기계 설비도 같이 제작한

다고 밝혔다.

- 이러한 완성품 제조업체들은 개별 주문에 대응하여 그때그때 새로운 제

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 간주된다.

- 완성품 제조업체들은 기계 생산에 필요한 소요 부품을 제작하거나 제작

을 의뢰할 수 있는 자체 하청라인을 구축해 둔 상태이다.

- 따라서 기계완성품 제조업체들은 기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

치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 거래 금액 역시 큰 편으로, 거대 생산설비 혹은 특별 주문한 기계의 경

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이르는 가격대를 형성한다고 조사되었다.

“생산하는 품목은 약 200종이 되는데, 그 단가는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3~4억까지 있습니다. (중략) (자재수급은) 주물의 경우 김포주물단지, 모터

는 부천에 있는 효성. 주요자재는 이렇습니다.”

최XX(가명), 남성, 50대, S펌프 임원

“저희가 (생산의) 전 공정을 다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

량생산이 아니라 주문자생산방식이기 때문에,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추가물

량 업체를 몇 개 확보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외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주는) 화성, 남동, 시화공단 등

에 줍니다.”

권XX, 남성, 40대, D기업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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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 제조업체들이 온수에 입지한 다른 부품제조업체, 임가공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기계산업의 

특징 때문이다.

- 각 설계 단계에서 확정된 가공 스펙은 해당기업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 따라서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던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아울러 기존 거래선에서 제공하였던 가공 수준을 온수 내 임가공업체가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청 업체 선정

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조사되었다.

온수 내부 업체와 거래하는 완성품 제조업체도 일부 존재하나, 이는 

온수에 입주하기 전부터 거래하였던 업체들이다.

- 산업단지 내에서 알게 되어 신규 거래를 체결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

였다.

“여기는 별로 상관관계가 있는 쪽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너무 다른 업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재도 인천에서 사오고, 빗자루 같은 경우

는 안산에서 사오고, 소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구로공구상가에서 사오고 이

런 식으로...”

이XX(가명), 남성, 50대, S기계 부장

“온수에서 제조는 할 수는 있지만, 소재를 주조하는 것은 여기서 불가능하

죠. 다른 지역과 거래망을 뚫어야지.”

김XX(가명), 남성, 50대, J감속기 임원

기계 부분품 제조 및 임가공 업체

완성품 제조업체의 생산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품 제조 및 임가공

업체 역시 나름의 거래선이 있었다.

- 문래동에서 이전한 기업 외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문래동과의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문래와의 거래가 활발할 뿐 아니라 문래

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의존하는 성향도 크게 나타났다.

- 문래에서 1차가공이 된 자재를 구입하여 최종가공하고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체가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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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갖고 들여와서 우리가 직접 임가공을 해서 씁니다. 문래에서 하

는 건, 기다란 원재료를 썰어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바탕으

로 구멍을 뚫는다던가 해서 발주자의 요구대로 만들어 주는 거고.”

박XX, 남성, 50대, M공업 사장

대부분의 부분품 제조 기업들이 온수 내부에서의 신규 거래를 기대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 즉, 대부분의 기업은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에 만족하거나, 거기서 파생

된 새로운 거래만을 기대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수공단 내에 위치한 기업들과 신규 거래를 하실 계획은?) “시장 개척의 

목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장XX(가명), 남성, 30대, R솔루션 대표

“기존에 갖고 있던 인맥을 갖고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간혹, 기존

의 거래처에서 다시 또 다리를 쳐서 새로운 거래처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요.”

주XX(가명), 남성, 30대, C기계 부장

지역내 네트워크 관련 인터뷰 

대부분의 업체가 외부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온수산업단지 내

에서는 거래가 드물게 나타난다.

- 온수산업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단지 입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래선이고, 단지 내부에서 신규로 형성된 거래선이 아닌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구로에서 이전을 하게 된 건, 그 쪽에서 재개발 때문에 밀려온 거고, 온

수로 결정한건, 거래업체들이 온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수에 있는 

거래업체와의 거래규모는) 연평균 S감속기의 경우 5천만원, D시스템은 

7~8천만원 정도 합니다. 총 매출은 4억 5천만원 정도 돼요.”

●황XX, 남성, 60대, S정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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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수산업단지의 재생방향 관련 인터뷰 결과 

중견기업 

[온수산업단지의 장점]

온수산업단지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 온수의 입지선정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하지만 서울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

록 부지가 불편하더라도 사원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확장이전

하지 않고, 공단 내 타 부지에 2공장, 3공장 등으로 분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온수에 입지하게 된 이유)저희는 1970년에 온수에서 창업하였는데, 입지부

분은 창립을 하신 분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시 온수공단에 

공단이 조성되니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조건을 생각해서 들

어온 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남동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

다. 1999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권XX, 남성, 40대, D기업 차장

지방에 비해 온수산업단지의 지대는 비싼 편이며, 부지 또한 협소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사원들이 수도권 거

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입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는 사원 개개인의 선호 문제가 아니라 사원의 가족 및 교육문제와 연

결되는 것이며, 자녀의 교육환경이 우수한 수도권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 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서이며, 만일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경력

사원이 이탈 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였다.

- 즉, 숙련사원의 근속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준하는 거주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이전해야한다는 것인데, 그런 곳이 드물뿐더러 설혹 있다 하더

라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이전을 하지 

않으려 한다.

“영업 쪽을 예로 들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이름을 

달고 하시지만, 담당자들은 회사하고 친밀한 게 아니라 영업사원과 친밀한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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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한 사람이 빠지면, 거래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

력문제 특히, 중요한 보직이나 숙련직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숙련된 사람들의 

나이가 보통 40대 초중반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다보

니, 공장의 지방이전 문제가 더욱 더 어려운 것입니다.”

권XX, 남성, 40대, D기업 차장

타 지역에서 창업하고, 현 위치로 입지한 기업체의 경우 입지 선정 단

계에서 온수의 이점을 눈여겨 보았다고 답하였다.

- 창업하였던 곳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또 직원들의 출퇴근 환경도 용이

한 편이어서 입지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온수보다 더 큰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도 알아봤지만, 온수의 경우 서울

시에 소속되어 있다보니,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감안하니 이곳에 낙점하

게 됐습니다. 연고지(신도림)와의 출퇴근 거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어요. 

보시면 알지만,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의 경우 노선버스가 애매해서 출퇴근

하기 어렵습니다.” 

김XX(가명), 남성, 50대, J감속기 임원

사원의 출퇴근, 이직문제에서의 이점 외에는 중견 기업들이 온수에 입

지해야 하는 이유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대다수 중견기업들이 타 지역

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서울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은 사원 뿐 아니라 회사에게도 어느 

정도는 이익이 되기도 하며, 주된 거래처가 대기업인 중견기업들은 발

주처와의 거래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답하였

다.

- 하지만, 대다수 중견기업들이 대규모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문의 접수만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납품 및 설치는 지방공장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 중견기업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출장소를 서울에 두고, 지방에 생산라인

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라 생각하고 있다.

“구매처는 전부 서울 쪽에 있습니다. 즉, 발주처가 서울 쪽에 있는 것이

고, 납품 같은 경우는 전국구입니다.”

이XX, 남성, 50대, S기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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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산업단지의 단점]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산업용 대형 생산설비를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는 

만큼 대형 물류를 소화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부족을 제일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차량에)물건을 적재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큰 물건을 만들

면 나무 및 담벼락에 걸립니다.”

이XX, 남성, 50대, S기계 부장

“수출물품의 경우 규모가 큽니다. 버스 한대만 한 것도 있어요. 특장차 중

에 지면에 가까울 정도로 낮게 받침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수출품목들을 

내보낼 때는 이런 차들을 따로 부릅니다. (도로가 좁으니까) 특장차가 나갈 

때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나가기 힘듭니다. 전에는 마티즈 한 대가 주

차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차를 들어서 옮긴 적도 있습니다.”

권XX, 남성, 40대, D기업 차장

도로 뿐 아니라 부지가 협소한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이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부 업체 관계자는 자본이 충분히 있어도 단지 내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공장으로 통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토로하였

다.

- D시스템의 경우 온수 내에 공장이 3개소 있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소음, 악취,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

이 큰 부담이라고 답한 기업이 많다.

- 대부분의 기업이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하지만, 산업단지

가 원래 있던 것인데 뒤에 들어온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현실이 불편

하다고 응답하였다.

- 성수기에는 공장을 밤늦게까지 가동하여야 하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생산 물량을 지방으로 돌리기도 하는 등 생산에 있어서 차질

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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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시운전을 하는데, 날이 돌면서 '쌔앵~'하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죠. 고주파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용 믹서기의 몇 

백배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원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만, 집들이 생기기 전에 공장이 있었으니, 이러한 점은 좀 감안해주었으면 

합니다.”

권XX, 남성, 40대, D기업 차장

“우리는 망치질을 안 하면 물건이 안 나옵니다. 기계가공을 해야 하고, 어

떤 기계를 조립하려면 드릴을 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소음이 엄청 큽니다. 

이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하면 이 뒤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화가 와요.”

김XX(가명), 남성, 50대, S기계 부장

[재개발에 대한 대응방안]

다수의 업체가 재개발에 대해 찬성 내지는 중립을 표방하였으며, 재개

발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개발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이미 지방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거나, 서울 공장에서의 생산물

량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 S기계의 경우 서울 공장의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면, 대체인력을 지방공

장에서 고용하는 식으로 서울 공장의 생산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처음에 생산쪽, 기술쪽 인력들은 (온수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정규인원 가운데 정년이 되면 은퇴를 시키고, 그러다가 (물량이 

많아) 생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도급을 줍니다.”

이XX, 남성, 50대, S기계 부장

“저희는 시화공단이랑 파주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파주는 재개발과 관련 

없이 투자한 곳이지만, 시화공단의 경우 96~97년 때, 공장을 옮기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확보를 했던 곳입니다.”

최XX(가명), 남성, 50대, S펌프 임원

90년대 말에서 2010년경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재개발 계획이 계속 발

표되거나, 논의되었기 때문에 중견업체들은 공장 이전계획까지 세워두

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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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을 할 것이면, 빨리 확정을 지어주어서 투자결심을 더 용이하게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 존재하였다.

- 현재 온수에 남아있는 중견기업들은 각기 자기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로서 사업 영위에 자신감이 있는 편이다.

“저희가 원하는 건, 재개발을 명확히 한다 안한다를 결정지어줬으면 좋겠

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할 텐데, 이도저

도 아닌 상태다 보니 답답하죠. 이러다보니 계속 온수에 눌러 앉아있게 되

는데, 일을 하다보면, 설비를 투자하려면 공간을 증축해야 되는데, 이 투자

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재개발 때문에. 즉, 대체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재개발 문제 때문에 판단이 

애매해 지는 겁니다.”

권XX, 남성, 40대, D기업 차장

영세기업 

[온수산업단지의 장점]

영세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입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 임가공이 주력인 업체들인 만큼, 생산 노동자의 숙련도는 업체의 경쟁

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 생산직 노동자가 노령화되고 있는 현재, 수도권은 그나마 노동자 고용

이 수월한 곳이다.

“2011년에 구로에 있다가 땅 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온수로 오게 되었습니

다. 그 당시 대체부지로 봤던 시화는 꽉 차있고, 지방의 경우 직원들의 출

퇴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숙련공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선

뜻 내려가기가 힘들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통근버스로 직원들에게 혜

택을 줄 수 있으나, 우리 같은 영세기업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직원을 못 

구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최XX, 남성, 50대, W공업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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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용 뿐 아니라 거래처와 가깝다는 점 역시 중요한 장점으로 

꼽았다.

- 영세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지대로 서울에 입지할 수 있을뿐더

러,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거래처와의 동선이 가까워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거래처는)가산동이랑 

부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략) 저희는 세 업체가 모여서 들어온 거예요. 

각자 독립법인이고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죠.”

장XX(가명), 남성, 30대, R솔루션 대표

교통이 편리할뿐더러 문래동, 구로공구상가 등 주변의 준공업지역과의 

연계가 수월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 상당수 업체가 문래동에서 옮겨온 경우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래동에

서 철강 등의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 구로공구상가의 경우 규모가 크고, 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자주 이

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문래가 교통이 불편했죠. 주차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거

래망을 충분히 텄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죠.”

박XX, 남성, 50대, M공업 사장

“창립은 1995년에 했고, 온수에는 2000년에 들어왔어요. 구로공구상가가 

가깝다 보니 소비가 원할해서 왔습니다.”

최XX, 남성, 50대, W공업 사장

[온수산업단지의 단점]

서울 시내에 입지할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지

만, 단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

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였다.



156     온수산업단지 재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수도배관이 오래되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는 특별히 불

편한거 없습니다. 아, 임대료가 좀 비싸네요.”

최XX, 남성, 50대, W공업 사장

산업단지가 서울과 부천시에 걸쳐 있어서 인프라 구축 및 보완에 대해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적인 예로, 업체들 지역번호도 제각각입니다. 02도 있고 031도 있고. 

부천 쪽에 있어도 어떤 업체는 서울에다 수도세를 내는 경우도 있어서 뒤죽

박죽입니다. 개발업자도 인허가를 받으려면, 두 군데를 찾아가야 되니깐 힘

든 겁니다. 서울은 공장을 규제하는 반면, 부천은 비교적 규제가 덜 한 측

면에서도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김XX, 남성, 50대, H공업 사장

[재개발에 대한 대응방안]

재개발 논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등 대부분이 대안이 

없었다.

“어차피 하다가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박XX, 남성, 50대, M공업 사장

“재개발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장XX(가명), 남성, 30대, R솔루션 대표

“수도권 주변으로 가라면 갈 수는 있겠으나, 지방으로 가라면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사를 가면 오히려 적자를 냅니

다. 광명시 까지는 갈만한데, 안성이나 당진 쪽으로 가게 되면 재개발에는 

반대에요.”

권XX, 남성, 60대, I초경 사장

영세 업체들은 재개발에 대해 대안도 없을뿐더러 반대하고 있는 실정

이지만 토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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