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 명 칭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23 (양곡도매시장 내)

    

□ 예 산 액 : 4,792백만원 (국비 2,872 시비 1,920)

□ 센터규모 : 3,372㎡ (리모델링 2,300㎡, 증축 1,072㎡)

□ 시설현황

❍ 건립현황

총면적

용도별 규모

상온상품 입출하 및

피킹장
냉장‧냉동창고 사무실 등

3,372 ㎡ 2,466 ㎡ 643 ㎡ 263 ㎡

❍ 장비현황

배송차량 지게차 청소차 파렛트 컨베이어

3대 4대 1대 8대 4대

    

❍ 관리운영시스템 : 4종

- 통합영업관리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물품피킹시스템, 분배시스템



붙임 2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사진 

물류센터 현장 사진 (양재동 223)

물류센터 현장 사진(양재동 223)



붙임 3

타시도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

□ 운영중(17곳), 4개소(2011이후 완공제외)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 사업기간

  총 사 업 비(백만원)
사업주체 운영주체 비  고

국  비 지방비 민  자

부산 동 래
(연동구) 1,383 ‘03～’06 3,200 900 1,800 500 부산광역시 연합회 바로코사

부산 사 하 2,311 ‘03～’06 2,935 947 1,368 620 부산광역시 연합회 바로코사

제주 이호2동

계(11,612) 6,941 1,682 995 4,264 제주도 지역조합

7,532 ‘03～’04 3,801 742 495 2,564 제주도 지역조합 1센터

4,080 ‘08～’09 3,140 940 500 1,700 제주도 지역조합 2센터

광주 벽진동 8,285 ‘04～’05 4,885 1,200 1,600 2,085 광주광역시 지역조합

수원 권선구 4,621 ‘05～’06 3,866 1,300 1,566 1,000 수원시 지역조합 경기남부

거제 연초면 2,593 ‘04～’06 4,000 1,200 600 2,200 거제시 지역조합 거제협동

대전 동  구 5,374 ‘06 3,763 1,000 1,300 1,463 대전광역시 지역조합

영주 상망동 6,901 ‘06～’07 2,000 600 800 600 영주시 지역조합

문경 공평동 7,042 ‘06～’07 2,000 600 800 600 문경군 지역조합

군산 군장산단 99,000 ‘05～’07 27,10
0 8,400 18,70

0 0 군산시 세방 (민간위
탁)

전주 장동단지 4,959 ‘03～’07 2,611 723 964 924 전주시 지역조합

순천 조례동 5,800 ‘06～’07 4,800 1,440 1,920 1,440 순천시 지역조합 전남동부

대구 성서4차 4,463 ‘04～’08 4,000 1,200 1,800 1,000 대구광역시 지역조합

부산북구 만덕동 2,975 ‘05～’08 4,033 1,153 1,400 1,480 부산광역시 지역조합

목포 산정동 2,700 ‘07～’08 3,000 900 1,200 900 목포시 지역조합

원주 소초면 5,610 ‘07～’09 3,000 900 1,200 900 원주시 지역조합

동두천 동두천동 5,321 ‘05～’09 3,334 1,000 1,334 1,000 동두천시 지역조합



붙임 4

의무휴업제 조례개정 현황

(9.20현재)

구  분 공포 공포예정 의회계류중 의회상정 중 내부검토중

25개구

7개구 8개구 1개구 8개구 1개구

강서, 강동, 동작,

종로, 도봉, 성동

양천

중구, 동대문,

강북, 은평, 마포, 

금천, 영등포, 

관악

용산

광진, 중랑, 성북, 

노원, 서대문,

구로, 강남, 

송파

서초

연번 자치구명 담당부서 추진방식 추진내용

1 종로구 산업환경과 9.14공포 - 입법예고 완료(7.27~8.26), 9.3의결

2 중구 지역경제과 9.26공포예정 - 입법예고 완료(7.26~8.16), 9.11의결

3 용산구 지역경제과 의원입법 - 의회 계류 중

4 성동구 지역경제과 9.17공포 - 입법예고 완료(7.19~8.8), 9.11의결

5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행정입법 - 입법예고 완료(7.31~8.20), 10월 의회의결예정

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9.27공포예정 - 입법예고 완료(7.30 ~ 8.20), 9.6의결

7 중랑구 지역경제과 행정입법 - 입법예고 완료(7.19~8.8), 9.26의결예정

8 성북구 지역경제과 행정입법 - 입법예고 완료(7.24~8.13), 10월초 의회의결예정

9 강북구 지역경제과 9.28공포예정 - 입법예고 완료(7.20 ~ 8.9), 9.10의결

10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9.14공포 - 입법예고 완료(7.23 ~ 8.14), 8.30의결

11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행정입법 - 입법예고 완료(7.19~8.8), 10월초 의결예정

12 은평구 생활경제과 9.27공포예정 - 입법예고 완료(7.19~8.8), 9.14의결

13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행정입법 - 입법예고 완료(7.25~8.14), 9.26의결예정

14 마포구 지역경제과 9.27공포예정 - 입법예고 완료(7.12~8.1)  9.14의결

15 양천구 지역경제과 9.20공포예정 - 입법예고 완료(7.27~8.16), 9.7의결 

16 강서구 지역경제과 8.1 공포 - 8.1 공포 후 행정절차 이행 중, 10월 시행예정

17 구로구 지역경제과 행정입법 - 입법예고 완료(8.13~9.3), 9.26의결예정

18 금천구 지역경제과 9.28공포예정 - 입법예고 완료(7.17~8.6), 9.7의결

19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9.27공포예정 - 입법예고 완료(8.2~8.22), 9.17의결

20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9.13공포 - 입법예고 완료(7.19~8.8), 9.7의결

21 관악구 지역경제과 9.27공포예정 - 입법예고 완료(7.19~8.8), 9.11의결

22 서초구 기업환경과 행정입법 - 강동․송파 법원판결 후 추진예정

23 강남구 지역경제과 행정입법 - 입법예고 중(8.17~9.14), 10월초 의회의결예정

24 송파구 경제진흥과 행정입법 - 입법예고 완료(7.4～7.24), 10월초 의회의결예정

25 강동구 지역경제과 9.12공포 -입법예고 완료(7.11~7.31) 9.4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