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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5대	전략지역개발	계획	발표	

2000년	 8월	 마곡지구개발	유보	발표

2004년	 2월	 마곡지구	“하이테크밸리”개발	공표

2005년	 12월	 마곡	R&D시티	조성계획	발표

2007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	SH공사

2008년	 12월	 실시계획	인가고시	/	마곡	일반산업단지	지정	

2009년	 9월	 기반공사	착공

2011년	 10월	 선도기업	우선분양공고

2012년	 4월	 선도기업	선정	(LG,	코오롱)

2012년	 9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2012년	 10월~	 18회	분양공고

2016년	 5월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17년	 2월	 마곡	대표브랜드	『엠·밸리(M·Valley)』	선정

2017년	 5월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018년	 5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정고시

2018년	 9월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및	마곡광장	개방

2019년	 5월	 서울식물원	개원

2020년	 10월	 마곡.문정.	DMC	국제컨퍼런스	개최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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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경제 교류의 중심지 - 마곡 앰·벨리

서울의	최고	교통	요지에	자리한	마곡	앰벨리는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이자	新경제	교류의	

중심지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접목된	산업/주거/환경이	공존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인	서울식물원/LG아트센터/코오롱	미술관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미래	

녹색	도시로	최첨단	ICT와	우수한	인력,	재원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R&D	

클러스터와	주거단지,	업무상업	단지,	공원	등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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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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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

 서울은 국내총생산의 23%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2018년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세계도시 국제경쟁력평가(GPCI )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 7위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부한 고급인력 인프라 

 서울에는 430여개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개설된 학과수는 총 7,200개 이상으로 양질의 우수 기술인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성을 갖춘 친환경도시

 서울은 도심을 관통하는 41.5km의 한강과 전체면적의 27%를 차지하는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춘 친환경 도시이며, 외국인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도시 서울

투자환경

•	다산 120 서울 콜센터 운영 (외국어 전화가이드)	-	일상생활·관광정보,	대중교통	이용안내,	3자간	통역,	예약서비스	등(5개	외국어	제공)

•	서울 글로벌센터 (http://global.seoul.go.kr )	-	서울의	생활정보	및	비즈니스	컨설팅,	행정지원	등	(5개	외국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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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목표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그린시티

마곡지구는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대규모 신개발지로서

세계적인 R&D 클러스터와 주거단지, 업무상업단지, 공원 등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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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

•동북아의 국제교류 중심지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육성하는 특화도시

•생산에서 소비, 기술개발, 상품화까지 이루어지는 창조거점

•차세대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기지

•창업과 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지식산업 생태계

•보행, 자전거, 전지역 녹지축 연결 등 시민중심의 생태도시

•기술과 감성, 생산과 생활 그리고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공원도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구현되는 녹색모델도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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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일일 비즈니스권

●김포공항 2㎞, 인천공항 40㎞, 도심까지 15㎞ 내 위치하여 동아시아 국가로의 접근성 탁월

●김포공항 국제선 베이징, 상하이, 도쿄, 나고야, 타이페이 노선 출항 중

지하철 3개 노선(5호선, 9호선, 공항철도), 5개 지하철역 소재

●9호선(신방화역, 마곡나루역, 양천향교역) 및 5호선(마곡역, 발산역), 공항철도(마곡나루역)

●김포공항 5분, 서울역 15분, 인천공항 35분 거리 

※ 대곡소사선 2021년 개통 예정(1개노선 추가)

풍부한 간선도로망으로 도심 및 경기권 이동 용이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 인접

●공항대로가 지구 중심 관통, 강서로, 방화로 인접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 마곡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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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R&D 인력 수급 최적지

●산학연의 중심・서울시내에 위치하여 국내외 고급연구 인력 확보 용이

●광역중심지, 상주・유동인구 풍부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성장 연구환경 조성

●마곡산업단지 공유환경 조성 및 지원

●입주 대기업의 벤처기업 육성 지원 시행 등

쾌적한 업무환경 및 문화시설

●산업단지 중앙에 대형 공원 조성 및 전 지역 녹지 축 연결

●전시•컨벤션,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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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구분 총 면 적 (㎡)

계 3,666,644

산업단지
◆ 산업시설용지 729,247

◆ 지원시설용지 82,676

◆◆ 업무·상업용지 388,109

◆ 주거용지 595,268

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포함) 1,871,344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면     적 : 3,666,644㎡

●시 행 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기간 : 2007. 12. ~ 2022. 1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고, 도시문제 해결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스마트 시티 조성

●대학, 연구소의 첨단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을 촉진하여 IT, BT, GT, NT의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육성

●차세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업무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종합개발

●산업단지내 대규모 서울식물원 조성 및 전 지역 녹지축 연결로 쾌적한 환경 제공

용지별 개요

방 향

개 요

사업개요	및	방향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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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도

기준일자	: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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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1,123,790㎡

지원시설

산업시설

1. 마곡산업단지 

단지 안내 

첨단연구, 산업, 생활,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적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산업시설용지

729,247㎡

기타시설용지

311,867㎡

조성방향

● 첨단기술 ( IT, BT, GT, NT) 간 융합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형 

연구단지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 글로벌 R&D센터, 연구소 유치 등 네트워크 기반 조성으로  

국제적 클러스터 육성

지원시설용지

8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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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용도
건축연면적의 50% 이상 

연구개발용도 사용
(중소기업 40%)

건축기준

건폐율 

60% 

대기업 

48

용적율

350% 

중소기업

102
150개
 기업 입주

고도제한
해발 57.86m

분양가격 : 조성원가 + 적정이윤

산업단지 분양현황 : 분양 면적 553,014㎡ (75.8%)

+ =

입주업종 

● 연구개발업 (공통), IT (컴퓨터, 정보통신 등), BT (유전공학, 바이오 신약 등), NT (나노소자), GT (에너지, 환경 등)

● 기타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2020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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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설 : LG사이언스파크

입주기업 (8개사)

LG전자 / LG하우시스 / LG화학

LG유플러스 / LG이노텍 /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 LG CNS

부지면적 : 177,015㎡

투자규모 : 3조 2천억원

고용인원 : 20,000명

투자목적

▲ IT, BT, NT, GT 분야간 연계를 통한  

융복합연구의 시너지 창출

▲ 전자, 모바일, 전기차 배터리,  

Healthcare제품 등 연구개발

▲해외 글로벌 R&D 네트워크 강화

LG 컨소시엄

입주시설 :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입주기업 (3개사)

코오롱인더스트리 /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텍

부지면적 : 18,502㎡

투자규모 : 3,119억원

고용인원 : 2,000명

투자목적

▲ 미래 전략사업 포트폴리오 기반 구축

▲ 신수종 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의 교두보 확보

▲ 에너지,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개발 등

Kolon 컨소시엄

입주시설 : 에쓰-오일 기술개발센터

부지면적 : 29,099㎡

투자규모 : 3,953억원

고용인원 : 1,000명

투자목적

▲ 기초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 

동력 TS&D 센터조성

▲ 석유화학 기초소재를 기반으로 첨단 

산업간 융복합 추진

에쓰-오일

주요 입주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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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설 : 롯데중앙연구소

입주기업 (7개사)

롯데제과 / 롯데칠성음료 /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 롯데지알에스 / 롯데쇼핑

부지면적 : 15,638㎡

투자규모 : 2,247억원

고용인원 : 600명

투자목적

▲ 기초소재 및 신제품 개발 연구

▲ 건강 기능식품 및 바이오 신사업 발굴

▲ 해외 제품개발 지원 등

롯데 컨소시엄

입주시설 : 이랜드 글로벌 R&D센터

입주기업 (3개사)

이랜드월드 / 이랜드리테일 / 이랜드파크

부지면적 : 32,099㎡

투자규모 : 4,637억원

고용인원 : 1,800 명

투자목적

▲ 수퍼(고기능) 섬유 개발

▲ 친환경 식품 원료 생산기술 개발

▲ 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이랜드

입주시설 : 더 넥센 유니버시티

입주기업 (2개사)

넥센타이어 / 넥센

부지면적 : 17,105㎡

투자규모 : 1,656억원

고용인원 : 1,200명

투자목적

▲  종합연구센터(성능, 재료연구)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

▲ Bio, Nano, IT, Green 기술을 융합한  

신제품개발 

▲ 마곡을 연구개발의 허브로 조성하여  

국·내외 기술 연구소 통합관리

넥센

한국의 우수 대기업인 LG, 코오롱, 이랜드, 롯데, 넥센타이어, S-oil 연구소 등의 마곡사업단지 입주는 

중소기업 상생과 지역사회 기여, 단지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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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형	R&D센터

마곡지구가 미래 먹거리 창출하는 4차 산업 융복합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에 연구공간을 제공합니다.

▲ 공공형 R＆D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산업시설

R&D센터 예정부지

지원시설

공공 R&D센터

도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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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규모 : 산업시설용지 D15, 지원시설용지 Ds13 /

   부지 12,949㎡ ( 연면적:73,818㎡ )

사업기간 :  2017. 12. ~ 2024. 상반기

시설구성 :  강소기업 입주 및 업무주거 복합공간

구분
공공 R&D센터

(D15)
도전숙
(Ds13)

대지면적 9,317㎡ 3,632㎡

연면적 55,284㎡ 18,534㎡

건축물용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지원시설 등

사업개요 

구분 민간형 D38 민간형 D18-A

사업위치 산업시설용지 D38 산업시설용지 D18-A

부지면적 5,884㎡ 10,086㎡

사업기간 '20. 4.～'23. 12. '20. 7.～'24. 3.

입주업체수 50개사 이상 110개사 이상

※ 산업시설용지 D38, D18-A 우선추진

사업방식
사업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 R&D센터 건립 및 

개발유형 다각화 추진

시설구성 :  연구 공간 및 공유 공간 제공
   (※강소·벤처·창업기업 입주)

● 융합형 지식산업센터 ( IT, BT, NT, GT등 융합)로 건립,  

최소 임대 비율 20%이상 의무

● 스타트업 지원시설, 공용오피스, 홍보·마케팅 지원시설, 

공유회의실 등 도입

마곡 공공 R&D센터 및 도전숙 건립 마곡 민간 R&D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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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규모 :  산업시설용지 D28-2 

연면적 21,653㎡ (지하4층/지상8층)

사업기간 :  2014. 12 ~ 2021. 9

추진방향 

●R&D 강소기업 연구공간 제공

●R&D 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 지원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

●IT, BT, NT, GT 융복합 연구생태계 조성 허브 역할

시설구성 

R&D 강소·창업기업 연구공간, 산업단지관리기관, 

스타트업 발굴•육성 공간, 홍보전시관 등

주요일정

서울	M⁺센터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과 강소기업 R&D 연구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하여

대소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합니다.

2018년
9월

착공

2020년
11월

운영기관	선정

2021년
9월

준공	및	입주

2021년
5월

입주기업	선정

발
산
역

마곡역

신방화역

마곡나루역

양천향교역

마곡
나루

역(
공항

철도
)

서울 M⁺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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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규모 :   산업시설용지 D29-2, 3 /  

연면적 28,713.1㎡ (지하4층/지상6층)

사업기간 :  2018. 3. ~ 2026. 6.

추진방향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산학융합형 인력 양성

●과학기술 대학원 과정,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동연구과정 유치

●R&D 연구인력과 마곡 입주기업 간 취업연계 지원

시설구성 

연구공간, 기술이전센터,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등

주요일정

M-융합캠퍼스

마곡산업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집적된 산학연 융합캠퍼스를 조성하여 재직자 교육,  

맞춤형 인재양성 및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2021년

투자심사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6년

개관	및	운영

2023년

공사시행

발
산
역

마곡역

신방화역

마곡나루역

양천향교역

마곡
나루

역(
공항

철도
)

M-융합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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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면적 : 3,666,644㎡

사업기간 : 2018. 7 ~ 2022. 6

추진방향

●시민 밀착형 스마트시티 시범존 조성

● 에너지 특화형 스마트시티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데이터 기반 마곡 통합관리 플랫폼 마련

2. 마곡	Smart City

단지 안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 마곡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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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용 서비스 (안)

●스마트 가로등

●대기질 안내

●스마트 주차 안내

●스마트 쿨링

●스트리트 사인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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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Smart City

●고화질 Full HD급 IP카메라

●고정형/회전형 조합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관심차량 단속 및 지능형 패턴인식 적용   

●여성과 어린이 집중 보호

● 센서를 통한 재난상황 신속

감지 및 대응

● 수위측정, 재난 예・경보방송

●  (시민) 마곡 입주민 대상 서비스 정보 제공

● (기업) 마곡 산업단지의 입체적인 현황 제공 

▲입주기업을 위한 도시계획 (필지판매 현황)

● 공간정보를 이용한 시설물 

정보확인

● 현장 장비 연계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원격통제)

● 마곡지구 내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 마곡지구 주변 구도심과 연계를 위한 확장성 고려

● 도시통합운영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통합 운영

● 강서 구도심 포함, 통합적인 주민안전 서비스 제공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으로 통합/운영

●교통정보 수집/제공 : 교통 CCTV. VMS, VDS, BIT

●주정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 방범

스마트 재난관리 스마트 정보 제공 (시민, 기업)

스마트 시설물관리

공공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스마트 교통

지능형감지

스마트시티 기반 시설



Magok District 27



Magok District28

지정면적 :  388,109㎡

조성방향

●동북아 경제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위한 업무 중심지로 개발

●첨단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하이테크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지역 생활중심권 개발을 위해 역세권에 상업중심 기능 배치

분양절차

① 분양공고 ▶ ② 입찰접수 ▶ ③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④ 계약체결

분양가격 :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가

업무용지

상업용지

3. 업무·상업	단지

마곡 첨단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배후시설로

산업단지 지원역할을 담당합니다.

단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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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컨벤션

국내·국제회의를 위한 전시 행사장 및 비즈니스를 위한  

숙박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백화점•중대형 상업시설

대형상가의 입점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첨단국제의료센터(43,277㎡)

이대서울병원 (2019년 2월 개원)

●병원 : 1,000병상 이상(의료진 2,000여명)

●의과대학, 임상시험센터, 융합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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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MICE 복합단지	

서울 서남권역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전시·컨벤션 시설을 유치하고 광역 중심부에 부합하는 

상업, 문화, 관광기능 창출을 위한 MICE 복합단지로 조성합니다.

위치 및 면적 : 마곡 지구 중심부 / 82,724 ㎡

첨단 산업의 성장 거점

●서울 4대 산업벨트인 ‘서남 첨단 산업벨트’ 핵심 지역 

 ▲ 구로 G-밸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연계성 확보 

동북아 국제교류, 관광의 중심

● 산업시찰 + 의료관광 + 도시체험 + 서울식물원 + 쇼핑 

 MICE 복합단지 조성

  ▲ 국제 공항(인천, 김포) ~ 항만(인천) 등  

동북아 교통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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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의 광역 중심

●7대 광역중심(새로운 서울의 부도심)으로 지정

 ▲마곡(서남권):신규 지식기반산업 창출

 ▲도심의 글로벌 기능 보완, 지역균형발전, 신성장산업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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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의 역할

●서남권 광역 (Urban ) : 도시의 복합 중심

●동북아 허브 (Global ) : 국제 MICE 

●첨단 산업 ( Industry ) : 원스톱 비즈니스 

특별계획구역의 목표

●도시 중심기능 복합에 의한 ‘배후지 지원 기능’ 

●국제 MICE를 통한 ‘첨단산업 교류의 거점’

●원스톱비즈니스 지원시설에서 마곡의 ‘입주 기업의 활동 지원’ 

배후지 지원 기능

첨단산업 교류의 거점

기업 활동 지원

마곡 특별계획구역 개요

마곡
특별계획구역

동북아 허브 도시
MICE

서남권 광역 중심 도시
Mixed Core

첨단 산업 중심도시
One-stop Business

'Urban Hub'

‘Global Hub’

‘Industry Hub’

= Mixed Core

= MICE

= One-stop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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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광역 도시활동
거점

동북아 관문도시

미래녹색 
스마트시티

지식산업
혁신도시

국제 비즈니스
/MICE

마곡
특별계획구역

첨단산업
지원

계획목표 핵심/전략시설

마곡 MICE 산업의 핵심시설 및

산업지원 기능의 거점장소로

공연기능도 포함하는 마곡 중심시설

컨벤션	&	호텔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활동 공간으로

마곡지구의 대표 상업・문화 중심지

문화·집회시설
&	중심가로

계획목표 및 핵심/전략시설 

'19.3.
~ 8.20.

'21. 5.
~'24.12.

'20.9.'20.1.~5.
'20.10.
~'21. 4.

'20.5.7. '19.12.19.

공모지침서 보완

(업계의견	수렴	등)	

및 민간사업자 공모

세부개발계획 

수립고시

(서울시고시	

제2020-187호)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교통영향평가심의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허가

신청도서 작성

세부개발계획(안) 

수립 및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과	등)

제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및 

착공승인

건축공사 시행

추진일정

마곡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원스톱 지원시설로

첨단산업의 육성 핵심 전략거점

지식산업	원스톱	
비지니스	지원시설

명칭 위치 면 적(㎡)

특별계획구역Ⅰ CP1 31,827

특별계획구역Ⅱ CP2 20,812

특별계획구역Ⅲ CP3 30,085

전체 면적 82,724

☞ 기타사항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60%이하·용적률 600%이하 / 해발 57.86m미만

특별계획구역

CP2

CP3

CP1

마곡마이스 산업단지

지정 목적

●마곡지구 전체 도시기능을 지원하는 복합업무상업 기능 유도

 ▲ 업무시설, 호텔, 컨벤션,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대규모 건축물 수용

 ▲지하철(5호선 마곡역, 9호선 마곡나루역, 공항철도 마곡나루역)과 연계한 지상・지하 보행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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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595,267.9㎡ (16개 단지 11,821세대)

조성방향

●주변환경에 따른 특화된 외관으로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 설계

● 공항로 남측 발산택지지구 개발 계획과 연계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입주현황

●입주완료 (14개 단지 / 9,715세대)

●2021년 이후 입주 (2개 단지 / 2,106세대)

단독주택용지 :  매각완료

4. 주거	단지

인간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친환경 삶을 추구합니다.

단지 안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0-2단지
10-1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
15단지

단독주택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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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

● 학교·공원 및 주택가 중심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 긴급 상황이 발생시 관제센터 경찰관에게 

신속 통보되어 출동하도록 구현

● 우·오수관 수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주요도로 중심 영상감시 등 신속한 재난감지 시스템 구축

정보화도시

● 마곡지구 전역에 통신관로 및 광케이블 매설, 다양한 현장시설물 센서와 통신할 수 있는  

광대역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공원, 지하철역, 버스·택시 승강장 반경 50~100m 내 누구나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존

편리한 도시

● 마곡지구 내 주요 혼잡예상지역 교통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와 연계 제공

●주요 상업지역, 교통정체 구간, 골목지점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

   ※  강서통합관제센터: 기존에 분산 운영돼 오던 방범, 어린이안전, 주정차단속, 공원방범, 무단투기단속 등  총 687대의 

CCTV를 통합 연계해 각종 사건・사고를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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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760,756㎡

●서울식물원 : 504,012㎡

●근린공원(16곳) : 78,905㎡

●녹지 : 177,839㎡

조성방향

● 식물과 물을 주제로 조성된 50만㎡ 규모  

보타닉공원(Botanic Park)

●각 지역별 특성화된 거점공원

●단절없이 연결된 녹지 네트워크

●보행·자전거 천국

5. 공원·문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도시로 도시산업 및 

문화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꿈의 공원으로 탄생합니다.

단지 안내 

거점공원

서울식물원

녹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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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으로 

온실과 주제정원에서 국내외 3천 여 종의 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 전시와 교육, 

체험으로 식물, 식물문화를 널리 공유합니다. 

위치 : 강서구 마곡동 812

면 적 : 504,012㎡

주요시설

열린숲, 주제원(주제정원, 온실, 마곡문화관), 호수원, 습지원

이용시간

 ●평시(3~10월) 9:30~18:00 (17:00 입장 마감)

 ●동절기(11~2월) 9:30~17:00 (16:00 입장 마감)

■서울식물원

이용요금안내 

 ●입장료 징수 구간 :  온실 및 주제정원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은 상시 무료 개방)

●무료입장 :  6세 미만, 65세 이상, 1~3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4급~6급 장애인 본인, 국가유공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30% 할인 :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구분
대인

(19세 이상 
65세 미만)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소인 
(6세 이상 
12세 이하)

개인 5,000 3,000 2,000

단체
(30인 이상)

3,500 2,10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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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공연, 벼룩시장 등 공익적 행사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위치 :  강서구 마곡중앙5로 9 일원

면적 :  12,979㎡

주요시설

광장, 자전거 보관소(200대), 상가(14개 점포), 주차장(200대)

이용안내

• 광  장 :  사용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에 사용허가 신청

   ※ 사용료 : 10원(㎡/시간),  문의 ☎ 2088-2637

• 주차장 :  요금 10분당 200원 (제로페이 결제시 10% 할인),   

문의 ☎3665-2707

■마곡광장 

마곡광장

문화시설

LG 아트센터

스페이스 K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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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아트센터 (2021년 12월 준공예정)

대중성 있는 공연과 동시대를 대표하는 

공연 프로그램 및 과학관련 다채로운 

체험 공간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치 :  서울식물원 열린숲 공원 내 

면적 :  약 41,205㎡

공간구성

대극장, 소극장, 과학체험실 등

운영내용

 공연, 과학교실 및 전시 공간 

■스페이스 K 서울 (2020년 9월 개관)

예술향유 공간 및 동시대 시각예술 전시를 

중심으로 누구나 예술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예술 공간입니다.

위치 :  마곡지구 문화공원 2호내

면적 :  약 2,062㎡

공간구성

전시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시민체험공간 등

운영내용

 전시, 체험프로그램



마곡 도시개발사업 상담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처 마곡사업부 [ 02) 3410-7682~7684 ]

마곡산업단지 종합안내

●서울시 서남권사업과 [ 02) 2133-1527,1528,1531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분양:02) 2088-2649, 입주:02) 2088-2691, 기업지원:02) 2088-2687 ] 

홈페이지  

●서울시 마곡도시개발사업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701

●SH마곡도시개발사업 http://www.i-sh.co.kr/magok/index.do

마곡관련 안내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