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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이
스마트 경제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 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 잠재

8대 신성장동력산업

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산업 분포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

불균형 상태입니다.
금융

한편, 서울을 둘러싼 세계 경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융합 트렌드가 확산되고, 지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며, 에너지와 환경의 중요성 증대로
친환경 녹색산업이 부상하고, 세계 대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급변하고 있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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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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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바이오 메디컬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4대 도시형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은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 조성을 통해 1인당
GRDP 4만 불 달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산업으로
첨단화

4대 도시형제조업

인쇄

도심형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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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숙련집약형
산업 육성

기계

의류봉제
귀금속

고령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를,
지식과 융합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를,

이와 같은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서울 경제의 성장을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창조적 문화 소프트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서울 경제의 미래 비전과 정보 공유를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균형 경제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통한 산업현장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전의 체계

1인당
GRDP 4만 불 달성으로
풍요로운 시민의 삶
비전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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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4대 도시형제조업 육성
5대 권역별 균형 발전

}

도시형제조업이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산업경제 변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의 제조업은 점차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서울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이 ‘도시형제조업’입니다.

왜 도시형제조업이 필요한가?
서비스 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득 창출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지만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경기침체 시에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ONTENTS

따라서 대도시의 경우에도 시민의 고용 기반 안정을 위해 제조업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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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쇄산업 육성 정책

그래서 서울시는 도시형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고, 정보통신 산업이나 패션 · 관광 ·
전자 등 기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첨단화가 가능한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10

Ⅱ. 의류봉제산업 육성 정책

14

Ⅲ. 귀금속산업 육성 정책

17

Ⅳ. 기계산업 육성 정책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I
인쇄산업 육성 정책
인쇄산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및 종사
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6.7명

인쇄산업

<

인쇄산업특화지구
지정·운영으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인쇄업체가 밀집된 중구 주교동 일대를 인쇄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인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인쇄산업 집적을 통해 기술 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인쇄산업 클러
스터로 중점 육성하여, 인쇄산업을 서울의 대표적 도시형제조업으로 키웁니다.

제조업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음
전체 제조업

14.6명
(한국은행 - 연도별 산업연관분석)

서울시 인쇄산업 추세

중구 인쇄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인쇄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 대상지 : 중구 주교동, 을지로 일대 238,450㎡(인쇄 및 인쇄 관련 업종 유치)

항목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

7,933

7,414

7,068

전국

17,791

16,814

16,545

서울/전국

44.6%

44.1%

42.7%

서울

33,146

32,618

28,623

전국

75,243

72,805

69,996

서울/전국

44.1%

44.8%

40.9%

서울

1,586,738

1,685,771

1,641,881

전국

3,634,599

4,100,321

4,192,073

43.7%

41.1%

39.2%

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생산액(백만 원)

서울/전국

(통계청 광업 · 제조업 조사 보고서, 전국 및 서울시 사업체 조사 보고서)

그러나 인쇄산업은 지식 및 장치기반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
시의 풍부한 IT 기술과 결합할 경우 수출시장 개척이 가능합니다.

✽ 2015년에는 디지털 인쇄가 전체 인쇄시장의 4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2009년 28%)

그래서,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인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인쇄산업 육성 정책
인쇄특화지구 지정 · 운영 및 지원 인프라 구축
인쇄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적 인쇄기술 등 R&D 지원

문의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인쇄산업 육성

01

02-6321-4012

✽ 지원 인프라 구축 : 앵커 시설 설치 · 운영(임대)
•규모 및 사업비 : 연면적 3,000㎡(임차료 150억 원, 시설 및 운영비 70억 원)
•주요 시설(안) : 제조시설, 컨벤션실, 교육실, 공동 연구실, 창업지원센터, 체험관

✽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식산업센터 유치
✽ 추진일정
•2011. 4월~8월 : 진흥계획 수립(기반시설 확충, 권장 업종 인센티브 반영 등)
•2011. 7월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중구 인쇄) 지정 결정 고시

02
인쇄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II

디지털 중심의 인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인 인쇄 경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쇄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의류봉제산업 육성 정책
재직자 교육 및 신규 인력 양성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인쇄 환경의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의류봉제산업은 국내 업체의 대다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 제조업 종사자의
25.6%가 의류봉제 산업에 종사할 만큼 서울시민의 고용 창출 ·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 주요 교육내용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인력 : 전자출판, 사진 인쇄, 전자출판기능사 자격증 취득 지원
•재직자 : 품질관리 및 첨단 기자재 활용, 무역 영어, 해외 마케팅, 인쇄 디자인 등

서울시 의류봉제업체 현황

✽ 교육기관 : 서울인쇄센터(재직자), 직업전문학교(신규 인력 양성)
•서울인쇄센터 : 2011년 연간 450명 → 2020년 연간 900명 양성

지역별

•직업전문학교 : 매년 110명 인쇄 인력 양성 · 배출(미디어출판디자인과)

업체 수

03
친환경적 인쇄기술 등
R&D를 지원합니다
첨단 인쇄장비 개발 및 친환경 인쇄기술 연구 개발 지원으로 인쇄업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 인쇄기업의 수출을 촉진합니다.

계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기타

46,657

20,222

7,672

5,025

4,820

8,918

(100.0%)

(43.3%)

(16.4%)

(10.8%)

(10.3%)

(19.1%)

(자료 : 통계청 전국 및 서울시 사업체 조사 보고서)

또한 문화, 기능성 및 천연 친환경 의류의 수요 확대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IT 기술의 발달과 한류 트렌드 확산 및 패션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의류봉제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의류봉제 산업 육성 정책
첨단 의류봉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 구축
의류봉제산업의 기획 · 제조 · 유통 등 스트림 간 지원체제 구축

연구 개발 지원으로 영세 인쇄업체 기술 지원 및 수출을 촉진합니다.

세계시장 수요 변화 대응을 위한 최고급 봉제 전문인력 양성

✽ 신기술 연구개발(R&D) 지원(1개 과제, 2억 원 내외 지원)
•첨단 인쇄장비 개발 및 국산화 지원, 친환경 인쇄기술 · 잉크 · 종이 개발 지원
•IT기술과 인쇄산업이 융합한 인쇄전자분야 연구 지원

✽ 친환경, 첨단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 고도화 지원
•‘프린팅미디어산업 마케팅 활성화 위한 기반구축사업’ 활용(2011~2018)
•국제 기술교류, 친환경 잉크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인쇄기술 정보 제공 및 표준화 인증
지원 등

문의
서울시청 문화디자인산업과

02-2171-2433

의류봉제산업 육성

01
거점형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산 시스템을
선진화 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의류 생산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의류봉제업체
종합 지원 기반시설을 추가 확충하여 영세 의류봉제업체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첨단 의류 생산 & 지원 시설을 구축 · 운영하여 미래 시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첨단 특수 봉제설비를 갖춘 완결형 생산 집적지 조성으로 봉제산업
형태의 선진화를 견인합니다.
✽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 · 운영(2011.12)

< I-Fashion 사업 모델 흐름도 >

소비자
•3D 아바타
•3D 인체계측

u - 쇼핑

3D 가상 착용

•디지털 매장
•인터넷 쇼핑
•모바일 / IPTV 쇼핑

•가상 코디네이션
•가상 피팅 / 가봉
•매직 미러

스마트 물류
•스마트 카드
•무선통신(RFID)

맞춤 대량생산

1:1 맞춤 주문

•선주문 후생산
•그린 생산
- 잉여생산 없음

•소비자 개성화
•소비자 수요 반영
•SNS 연계

의류봉제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기술 교육 및 장비 지원, 마케팅 · 판로
개척, 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한 특화 기반 지원시설을 구축합니다.
✽ 패션지원센터 추가 조성 : 3개소(성북 · 강북, 금천 · 구로, 영등포 · 관악)
서울의 의류봉제 제조업체 분포
계(개)
20,222

종로 · 중구 · 동대문 성동 · 광진
5,825
(28.8%)

중랑

성북 · 강북

2,676

1,600

2,126

(13.2%)

(7.9%)

(10.5%)

기 조성지역

✽ 3D 디지털 가상현실 실현 및 온라인 패션 의류 제조 · 유통 확산 기반, ‘I-Fashion
센터’ 설치 · 운영
✽ 맞춤형 자동 패턴 기술 개발 지원 및 전자상거래 기획 · 마케팅 · 인력 양성 등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금천 · 구로 영등포 · 관악

기타

1,175

1,169

5,651

(5.8%)

(5.8%)

(27.9%)

추가 조성지역
(의류봉제 · 제조업 분포 현황(2008년도 사업체 통계조사))

03

의류봉제산업 육성

02
패션 봉제
스트림 간 협력을
촉진합니다

의류봉제 전문 기술
장인인
‘마이스터’
를
육성합니다

의류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기획 · 디자인 · 봉제 · 마케팅 등
스트림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스트림 간 협력으로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합니다.

최상급 숙련 봉제 기술인력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인재를 확보하고, 봉제 마이스터
우대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봉제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디자인 · 패턴 · 봉제 분야의 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위한 최고급
기술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봉제 숙련인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류봉제
공정분야별 마이스터를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봉제 마이스터 활성화 및 일자리 연계 지원을 통해 현장의 인력 수급난을 해소
합니다.
✽ 마이스터 특화기술 전수를 위한 현장 파견형 기술 보급 추진
✽ 인력뱅크 운영을 통한 상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고용 창출
•고용노동부, 서울형 사회적기업, 일반 봉제업체, 관련 기관 · 협회 등과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연결 및 창업 지원

패션 스트림 간(제품 개발-제품 생산-마케팅 활동) 협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신진 디자이너와 의류봉제업체 간 협업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특수 기능의 특화 의류 생산을 위한 스트림 간 협력사업 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 디자인 · 패턴 · 샘플 제작 · 봉제 생산의 완결형 생산 집적시설 구축, 운영으로 스트림
간 협력 지원

IT 융합 및 제조 · 유통 간 상생 협력을 활성화 합니다.
✽ 특수 소재 첨단기능 맞춤형 의류시장 트렌드 · 기술 정보 DB 구축 및 활용 지원
✽ 소재 · 패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특화 브랜드 창출 및 공동 마케팅 지원
✽ 패션 · 봉제업체 DB 구축 및 업체 · 협회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스트림 간
협력 활성화

귀금속산업 육성

01
귀금속 특화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귀금속산업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III
귀금속산업 육성 정책
귀금속산업은 도심 수요 집중형 산업이며,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종로지역의 귀금속산업 집적화를 기반으로 제조 · 가공 및 디자인 개발, 교육, 컨벤션
기능을 갖춘 종합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종로 귀금속 클러스터를 관광 콘텐
츠로 적극 활용합니다.

✽ 서울은 귀금속산업의 제조 및 판매의 허브로서 국내 관련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
구분

전국

서울

전국 대비 서울의 비중

제조업체 수(개)

1,970

1,250

63.5%

제조업체 종사자 수(명)

8,810

6,500

73.8%

귀금속 · 주얼리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센터 내 마케팅 토털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금유통관리기구’ 설립으로 귀금속 품질관리 및 거래
투명성 확보를 지원합니다.

도매총판 수(개)

1,235

1,100

89.1%

도매업체 종사자 수(명)

3,355

3,000

89.4%

✽ 설치규모 : 건물 연면적 3,000㎡ 이상

소매상 업체 수(개)

14,025

4,610

32.9%

✽ 고유시설 : 제조 가공 시설(제조시설, 휴게실)

소매상 종사자 수(명)

35,062

11,525

32.8%

✽ 지원시설 : 교류 협력 시설(컨벤션센터, 전시장, 체험관), 기업 지원 시설(교육실, 공동
연구실, 창업지원센터)

(출처 : 귀금속 보석 총람 2009, 소매상 종사자 수 1기업 2.5명)

✽ 운영방향
귀금속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매년 5.6%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귀금속산업의 제조 기반과 유통 인프라가 결합된 산업지원종합센터 조성

중심으로 귀금속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패션 ·

•상설전시관 운영 및 바이어 초대 설명회 개최 등 판로 지원

뷰티 · 관광 산업 등과의 융 · 복합이 활성화되고 명품 주얼리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 종로 귀금속종합지원센터 내에 ‘금 거래소’ 구축

국내외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인근 ‘동대문 디자인 · 패션특구’,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와 연계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여, 귀금속/디자인 · 패션/전통문화를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스트리트’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귀금속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귀금속 산업 육성 정책
귀금속 특화산업지구 인프라 확충

✽ ‘귀금속 특화거리’ 조성으로 장소의 정체성 및 상징성 제고

원석 거래 양성화 및 공급 시스템 개선

✽ 가칭 ‘KOWELLRY(KOREA+JEWELLRY) 페스티벌을 통한 보석 가공 체험 및 시연 등

R&D를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

마케팅 활성화
✽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최대 90대)를 위해 종묘공원 지하주차장 확장공사 추진
(2012년 예정, 소요 예산 180억 원)

문의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02-6321-4013

02
R&D를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지원합니다
산학연 공동 연구 시스템 구축과 지원으로 귀금속 · 주얼리 제품의 기술 · 디자인 경쟁
력을 강화하여 품질 고급화를 지원합니다.

Ⅳ
기계산업 육성 정책
전 · 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주력산업으로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에
집적화 되어 있으나, 산업 전반에 걸쳐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인천 등으로 이전하는 추세로
전반적으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등 5대 분야로 분류
✽ 전체 사업체 수의 58.1%, 종사자 수의 64.2%가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에 분포

최근 전자 · 전기 기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기계 · 자동차 부품의 디지털화 등 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른 부품 · 소재 기술 간 융 · 복합화 등을 통한 최첨단화 추세에 대응
하여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기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소재 가공 기법 개선과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공유합니다.

귀금속 산업 육성 정책
기계-IT 융합 지원 강화

✽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귀금속의 표면특성 및 광택 개선, 경도 향상을 위한

서울형 기계류 주력품목 선정 지원

Hardening(硬化) 기술개발에 R&D 자금 지원(2010년~2013년)
✽ 주요 귀금속 제조 공정별 최적 조건을 도출, 정량적 D/B 구축을 통한 기술이전 확대
※ 재원 확보 방안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21억 원, 2010년~2013년) 자금 활용

산학연 협력을 통해 귀금속산업을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 첨단 제조기계를 통한 대량생산 등 미래의 산업 추세에 대비, 2016년까지 귀금속
제조 자동화 · 공정화 시스템 연구 개발 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2단계 사업 추진(42억 원, 2014년~2016년)

문의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02-2171-2851

02

기계산업 육성

01
기계-IT
융합 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형 기계류
주력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기계-IT 융합을 통해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R&D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기계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주력품목을 선정하고 마케팅 ·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품목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전 주기적 지원과 정책수요 발굴, 기업 애로
사항 해소 등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계-IT 융합 지원센터를 설치
합니다.
✽ 서남권 R&D 콤플렉스 내 입주 추진

융합 촉진을 위한 R&D 기능을 강화합니다.
✽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을 통한 융합기술 개발(2010. 7월~2013. 4월)
•지능형로봇서비스산업 지원 사업, 고용 창출에 유리한 지능형메카트로닉스(IMT)산업 육성
사업
※ IMT(Intelligent Mechatronics,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 MT + IT, BT, NT, CT
기간제조업인 MT산업에 IT, NT, BT가 융합된 고부가가치의 성장 주도 산업

✽ 산학연 협력사업 중 중소기업 제품 개선 지원사업을 통한 R&D 지원 강화
•2020년까지 5개 과제 지원(과제당 연 2억 원 이내, 최장 2년)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분야에서 5개 내외를 서울형
기계류 주력품목으로 선정합니다(2011년 중).
✽ 기계산업 전문가 그룹의 자문 의견을 토대로 선정

선정된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시 · 박람회 참여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 기계산업국제박람회(하노버, 상하이, 태국 등) 참가 지원(출품비 등 50% 지원)
✽ SBA 해외 전시회 및 통상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 직업전문학교 교육과정 확대 및 신규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