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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환경 분석 및 비전 설정 

 

1. 필요성 및 추진 목적 

 

1.1  DMC의 필요성 

 DMC(Digital Media City)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경제

의 핵심인 신기술 및 서비스 산업의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상암새

천년신도시 안에 건설되는 뉴미디어와 관련 소프트웨어 중심의 최첨단 정보 산업 

단지임. 

 

[ 그림.  1 ]  D MC 의 필요성 

 

1.2  추진 목적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내외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업이 집적된 정보도

시 조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신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며,  

 새 천년 환경시대,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새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열어갈 미래형 복합도시를 조성함. 

 

D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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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환경 분석 

 

2.1 내·외부 환경 요인 분석  

 정보단지 사업환경의 분석과 DMC의 비전 및 전략적 개념의 도출을 위해 내 · 외

부 사업 환경 및 그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그림.  2 ]  내외부 환경요인 분석 

 

2.2 DMC의 외부 환경 요인 분석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Context)의 분석 

급격하고 지속적인 기술의 변화 및 시장환경의 변화는 기업활동의 외부화와 기업의 공

간적 집적화를 야기하며,  

기술의 변화 중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은 경제활동과 경제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한 경제활동의 구조적인 변화와 경제성과의 비약적인 발전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DMC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로서 미래의 정보미디어산업의 흐름을 정확

히 파악하여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능케 하는 정보미디어 산업 중 

핵심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함.  

 경제적 환경(Economic Context)의 분석 

경제 환경의 범 세계화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과 자본 ·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DMC 제공 서비스와 결합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

며,  

동북아 경제의 역동적 성장 및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DMC가 동북아에서 첨단 정보미

디어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반적인 경제 · 기술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며,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보미디어 산업에서의 세계적인 첨단기업들을 유

Txchnological 환경환경경쟁적 환경

DMC

외부환경 내부환경

경제적 환경
Txchnological
기술적 환경 환경사회문화적 환경 지리적 환경 핵심 공유가치

Txchnological 환경환경경쟁적 환경

DMC

외부환경 내부환경

경제적 환경
Txchnological
기술적 환경 환경사회문화적 환경 지리적 환경 핵심 공유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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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경제적 성과의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해야 함. 

 경쟁적 환경(Competitive Context)의 분석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단지의 범 세계적인 경쟁 심화에 따라 국내기업과 해외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이들간의 협력을 통해 창출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 시장과 

세계 시장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2.3 DMC의 내부 환경요인 분석 

 핵심 가치 

DMC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공유가치는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음. 

 지리적 환경  

DMC는 수도권 내의 입지,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 등 상당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정보미디어산업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규모 On-line수요와 On-line을 지

원하는 물류 · 로지스틱스(Logistics) 등 Off-line 요소와의 이상적인 결합을 추구할 수 

있음. 

 사회문화적 환경 

디지털 컨텐츠와 같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문화상품을 제공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도모델을 제시해야 함.  

 

2.4 정보단지 사업환경 분석 

 DMC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동북아의 경제대국 일본 및 IT 부문 육성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와의 비교 · 분석을 통해 DMC의 사업

환경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분석 결과, 현재 한국은 정보단지 조성을 위해 세계적 IT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경쟁국 대비 우월한 위치에 있지 못하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DMC가 세계 IT 산업의 중심부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

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DMC를 세계적인 첨단 단지로 조성하여 한국 정보산업의 

이미지와 명성을 세계에 알려야 함. 

 

[ 표.  1 ]  사업 환경 평가  

요 소 주요 내용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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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술적 기

반

( E c o n o mi

c  a n d  

T e c h n o l o

g y  B a s e )  

 한국의 IT 분야 기반은 비교적 건실하나 경쟁국에 비해서는 뒤지고 있

는 상황임. 

 정보통신망 보급률에서 일본과 싱가포르에 뒤지고 있으나 점차 따라가

고 있으며, 기타 아시아 국가보다는 나은 상황임. 

 따라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적 IT 기업들을 설득

하여 입주시키기는 쉽지 않으리라 판단됨. 

0 

인적자원 공급시

장 ( L a b o r  

Ma r k e t )  

 한국의 인력수급 여건은 긍정적이나, 막상 IT에 숙련된 인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판단임 

 한국의 우수한 교육수준은 매력적이며 IT기업의 유치에 장점으로 작용

할 수 있으나 

 환경/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외인력의 유치에는 싱가포르가 더 우세함. 

0/+ 

정보통신환경 

( T e l e c o m

mu n i -

c a t i o n s )  

 한국은 통신인프라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큰 장점으로 부각되

고 있으나, 아직 경쟁국에는 뒤떨어지는 상황임. 특히 경쟁국들 모두 대

대적인 투자계획을 실행하고 있어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기는 힘들어 

보임. 

 한국은 인터넷 이용도는 높으나 인터넷 접속 인프라에 있어서는 경쟁국 

대비 우월한 위치에 있지 못함. 

 한국의 저렴한 통신원가는 IT산업 발전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음. 

0 

+: 긍정적; 0: 중립적; -: 부정적 

 

 

3. DMC의 비전 및 컨셉트 

 

3.1 DMC의 비전 

 

 

D MC 는 세계 속의 정보 미디어 산업의 집적지이자 경제적,  

문화적,  환경 친화적 발전을 선도해 나갈 최첨단 정보도시를 

지향함.  

 

D MC 는 정보미디어 산업에 관련한 최적의 기업환경을 지속

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정보미디어 기술의 미래를 열어 나가려는 기업가들에게 최고의 기술 

혁신 환경을 제공하고, 

 첨단 정보미디어의 수요자들에게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북아 주요 정보기술거점(Technology Hub)으로서 한국을 21세기 동

북아 지역의 경제 ·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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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D MC 의 비전 

 

 

3.2 DMC의 전략적 컨셉트 

 전략적 컨셉트는 비전의 실현을 위한 구조화된 아이디어를 의미하며, DMC가 성공

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혁신성, 집중화된 통합, 차별화,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전략적 컨셉트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함. 

혁신성 : DMC가 세계적인 첨단 정보미디어 산업의 집적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도입, 창출, 확산, 활용 등 전반적인 기술혁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혁신시스템

(Innovation System)이 구축되어야 함. 

집중화된 통합 : DMC는 핵심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보완적인 연관 산업활동

들을 통합하여,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시너지 효과에 의해 부가가치의 창출을 

극대화 하여야 함. 

차별화 : DMC는 전략적 집중, 주요 제공 서비스 그리고 주체성(Identity)의 세 가지 차

원을 통해 차별화를 추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핵심 유치업종에의 전략적 집중과 폭 

넓은 유 · 무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DMC의 특화된 이미지를 확보함으로써 차별화를 

달성하여야 함. 

경제적 타당성 : DMC는 최적의 기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핵심 산업 영역에 입주한 기

업들의 사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경제적 이해를 충족시

켜야 함. 

 이러한 전략적 컨셉트는 핵심산업 육성전략(Industry Strategy)과 단지개발전략

(Land Development Strategy) 및 마케팅전략(Marketing Strategy)에서 DMC의 

비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단지 개발의 측면에서 DMC 내의 지구(Zone)와 시설은 이러한 전략적인 컨

셉트를 염두에 두고 공간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4. 사례분석 및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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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례 분석의 목적   

 DMC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남아 정보단지 및 선진국의 첨단 산업단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DMC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유치업종, 도입기능 및 시설, 개발전략, 마케팅

전략 등 성공적인 DMC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과 주요 요소들을 도출함.  

 

4.2 경쟁 단지 사례분석  

 DMC와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동남아 지역 정보단지로 대만의 신죽단지, 싱가포

르의 IT 2000, 말레이시아의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중국의 상해 푸

동단지와 북경 중관촌지구, 일본의 도쿄 텔레포트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조성목

적 및 입지여건, 개발개요,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유치업종,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성과 및 성공요인을 기준으로 분석 · 평가함. 

 요소별 분석  

조성목적 및 입지여건 

- 조성목적 : 대부분의 경쟁단지가 세계화 · 정보화 전진기지 구축 및 외국기

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만 신죽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

으로 함. 

- 입지여건 : 대부분의 경쟁단지는 각 국가의 수도 및 주요도시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임. 

개발개요 

- 지역적으로 협소한 싱가포르 외에는 대부분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 말레이시아, 대만 및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행하고 있으

며, 싱가포르 및 일본 등 선진국은 처음부터 민간과 공동개발하거나 일정시

기 이후부터 민간에게 개발주도권을 이양하고 있음. 

유치업종 

- 대부분 첨단산업,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분야이며, 일본은 복합산업 유치

를 목표로 하고 있음.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 대부분 국가의 전반적인 인센티브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나, 우리나라

는 생산시설 및 R&D시설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멀티미디어나 소

프트웨어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은 추상적인 수준이며, 

- 특히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금융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경쟁단지 수준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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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분양가 및 임대가  

-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에 비해서는 낮은 대지 공급가격을 나타내고 있으나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지아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 토지가격에서의 경쟁력이 

낮게 평가됨. 

성공요인 

- 대부분 경쟁단지의 성공 요인은 양호한 입지여건,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 

및 지원, 우수 전문인력의 제공, 최적의 생활 · 사업환경 제공, 각종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꼽을 수 있음. 

 

4.3 선진 단지 사례분석  

 유치업종 및 개발방식이 유사하거나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기업유치에 성공한 

선진단지로 영국의 케임브리지과학단지,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미국의 실리

콘앨리를 선정하였으며,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개발비용 및 재원조달, 유치업종 

및 기업, 기업유치 인센티브, 성과 및 성공요인을 기준으로 분석 · 평가함.  

 요소별 분석 

개발주체 및 개발 방식 

- 세 단지 모두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며, 특히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케임브리지과학단지나 실리콘앨리와는 달리 자생적인 

단지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국책단지임. 

-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 역량이 강력한 연구시설을 단지 내에 집

적하는 것이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개발 비용 및 재원 조달 

- 케임브리지과학단지, 소피아앙티폴리스의 경우는 부지의 임대 · 분양과 산학 

교류를 통해 개발비용을 조달하고 있으며, 실리콘앨리의 경우는 대부분을 벤

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음. 

유치업종 및 기업 

- 케임브리지과학단지의 경우는 IT 관련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을 중심으로 입

주시키고 있으며, 실리콘앨리는 멀티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산업을 주력 유치업종으로 하여 차별화를 이루고 있고,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ITE(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Electronics) 산업 분

야와 PCB(Pharmacology, Chemistry, Biology) 분야 기업을 위주로 유치하

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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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인센티브 

- 케임브리지과학단지는 별도의 금융 ·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소피아앙티폴리스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일반적인 인센티브 만을 제공하

고 있으나, 실리콘앨리의 경우는 정부의 다양한 세금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

을 주고 있음. 

- 강력한 정부의 지원으로 먼저 대학연구소, 국책연구소 등의 입지를 추진하고, 

차후 시장자율에 의한 민간연구소 입지를 유도하고 있으며, 산학연 연계를 

통한 개발 기술의 신속한 이전, 입주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

행을 통한 연구기능과 산업기능의 원할한 교류를 촉진하고 있음. 

성공 요인 

- 케임브리지과학단지의 성공요인으로는 주변의 대학 · 연구소와 연계된 풍부

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핵심 연구시설, 체계적인 개발 계획, 적극적 홍

보를 들 수 있으며,  

- 소피아앙티폴리스 경우는 개발주체인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 쾌적한 자연환

경과 편리한 교통망을 들 수 있고, 실리콘앨리는 풍부한 전문인력과 투자자

를 비롯한 소비자의 접근 용이성,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 기반을 성공의 요인

으로 꼽을 수 있음.  

 

4.4 사례분석에 따른 DMC 사업 추진방향 설정 

 해외 경쟁단지 및 선진단지 분석에 따른 DMC 개발방향을 국제적인 정보단지 조

성,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효율적인 지원 및 추진체계로 구분하여 설정함. 

국제적인 정보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특정 업종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개발계획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하며, 특히 삶의 질 향상 및 

고급인력 유인을 위한 쾌적한 생활과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한 투자 ·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단지를 조기 활성화 해야 함.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전략으로는 국내외 선도기업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저렴한 토

지 분양 및 핵심기업(Anchor Tenants)에 대한 조세감면 · 금융지원 등 차별화된 인센티

브 제공과 함께 인센티브 패키지를 투자가와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협상을 통하여 조절

할 수 있는 탄력성을 확보해야 함. 

효율적인 지원 및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사업의 추진

력 및 강력한 리더쉽을 확보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며, 해외기업

의 기업활동을 위한 통신 인프라 및 원스탑 행정서비스 제공과 유치산업의 특성에 입각

한 핵심 육성전략의 실행 등이 

 



21 

제2편 유치업종 선정 및 육성 전략 

 

5. 핵심산업 선정 및 유치업종 

 

5. 1 핵심산업군 선택  

 DMC의 비전 및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핵심 산업군을 선정하고 핵심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단지 개발 전략에 활용함. 

 핵심산업군 선택의 접근 방법  

 

[ 그림 4 ]  핵심산업군 선택의 접근 방법 

 

후보 대상 산업군 선정 절차 

- 후보 대상 산업군 선정 절차는 산업선택의 목적을 정의하고 선별기준을 설정

한 후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후보대상 산업군을 선정

하는 과정을 거치는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을 적용함. 

핵심 업종 선정 절차 

- 핵심업종의 선정은 ‘DMC와의 적합성(Fit with DMC)’과 ‘산업의 매력도

(Industry Attractiveness)’를 기준으로 대상 후보업종의 국내외 시장 규모와 

시장 성장률을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DMC의 핵심 산업군을 선정함. 

 

 

[ 그림 5 ]  핵심유치업종 선정의 기준( C r i t e r i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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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1 M&E 산업 선정 

 정보미디어 산업군 분류 및 분석 

DMC의 비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미디어 산업군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분류 기준에 따라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M&E 컨텐츠로 분류하고, 그 

중 산업의 매력도가 크고 DMC와의 적합성이 높은 업종을 선택함. 

세계 시장의 정보미디어산업은 타 산업군에 비해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M&E(Media & Entertainment) 산업의 성장률이 두드러졌고, 소프트웨

어 산업과 관련 IT 서비스 산업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국내 M&E 시장의 성장성은 해외 시장에 비해 성장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매

우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핵심산업의 적합성 평가 

핵심산업의 적합성 평가는 입지조건과 요소 경쟁력, 차별화의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 M&E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이 DMC에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평

가됨. 

 

 

[ 표 2 ]  D M C 에의 적합성 평가 

R a n k i n g  입지조건 요소 경쟁력 차별화 우위의 확보가능성 

 1. Media & Enterainment     

 2. Software       

 3. IT Service       

 4. Hardware       

 

특히, 신생 단지인 DMC로서는 국내외 유사단지와의 차별성이 성공의 관건인 바, DMC

는 1, 2차 핵심 산업인 M&E 산업과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에 집중 · 특화 함으로써 아

시아 지역의 다른 경쟁 산업단지와 차별화를 기할 수 있음. 

 

[ 그림 6 ]  경쟁 단지의 핵심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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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M&E와 연관된 소프트웨어 산업 선정 

 컨텐츠의 디지털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M&E 산업의 전반적인 가

치사슬이 기술집약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M&E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술 집약적인 새로운 M&E 가치 창출 프로세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 요소를 제

공함으로써 밀접한 연계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M&E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같이 유치함으로써 

산업의 집적화 및 시너지 효과의 실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반 기술에는 컨텐츠 

관련 기술 · 응용전달기반 · 컨텐츠 소비 · 기업 기반 기술 · 그룹웨어 · 데이터베

이스 관리시스템 · 전사적자원관리 · 시스템통합 서비스 등이 있음.  

 

5. 1. 3 M&E 관련 IT 서비스산업 선정 

 DMC가 입주기업에게 이상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선 · 무선 · 위성

이 상호 연계된 초고속 · 광대역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각종 통신 서비스 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하며, 

 따라서, M&E 컨텐츠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IT) 서비스 산업을 

DMC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선정함. 

 

5. 1. 4 DMC의 유치업종 종합 

 따라서 DMC의 유치업종은 1차 핵심 산업인 M&E 산업과 2차 핵심 산업인 관련 

소프트웨어 ∙ IT산업으로 구성함으로써 산업의 집적화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함. 

 

[ 그림 7 ]  D MC  유치업종의 구성 

 

 

 

M & E

(as contents)

Related 

IT Services

Related 

IT Services
Software

차별화

?기간통신 서비스

?부가통신 서비스

?Group Ware

?Database Management System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I (System Integration) service

M & E

(as contents)

M & E

(as contents)

Related 

IT Services

Related 

IT Services
Software

차별화

?기간통신 서비스

?부가통신 서비스

?Group Ware

?Database Management System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I (System Integration) service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 

24 

5. 2 주요사업분야 선정 및 시장 분석 

 M&E 주요 사업 분야 선정 

미디어의 통합정도 및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중요성을 고려한 세부 산업분류 기준을 통

하여, DMC에 중요한 산업부문으로 방송, 게임, 영화 · 애니메이션, 음반, 디지털 교육 등

을 포함하는 M&E의 5대 사업영역을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디지털 M&E 컨텐츠는 연평균 35%-37%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그 추세

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산업 규모의 증대와 무역수지를 분석해 볼 때 

국내 M&E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  

 

[ 그림 8 ]  M& E 산업의 주요사업분야 

 

 M&E 산업별 시장분석 

디지털 교육 시장 

- 국내시장의 기회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디지털교육 시장은 년평균 35%

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신문 방송 시장 

- 방송 산업은 인터넷 방송, 위성 수신, 디저털화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연간 

12.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신문 시장은 컨텐츠의 전문화와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등장한 다양한 전자신

문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이루어 지고 있음. 

게임 산업  

- 게임 산업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M&E 산업에서 선도적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게임 시장은 1998~2000년 사이에 년평균 22.6%의 성장세를 기록하

였고 2002년에는 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음반 관련 산업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녹음으로의 전환으로 획기적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음악관련 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5~7%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반 산

업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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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산업 

- 국내 영화산업은 컨텐츠의 개발 등 제작 수준의 향상을 이룩하여 1999년과 

2000년 한국영화 관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컨텐츠만 뒷받침 된다

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임. 

애니메이션 산업 

-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은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 기술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애니메이션 수출도 1997년 1억 달러를 돌파

하였고 영상산업 총 수출의 96% 이상을 애니메이션이 차지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 분석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 

- 전체 정보통신 산업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 규모는 1996년의 

19%에서 1998년 20%, 2000년 22%, 2003년에는 25%를 차지하여 약 

8,93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정보통신산업에서 정보

통신기기의 비중은 일정한데 비해 정보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  

- 1998년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모는 5조 6천억원으로 전체 정보통신 산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여, 해외의 20%에 비교할 때 아직까지 우

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발전 초기단계에 있음.  

- 그러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도 1996년 0.9%에서 

2003년 2.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문별 구성은 1998년 기준 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22%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4%는 디지털 컨텐츠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은 디지털 컨텐츠로서 

2004년에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약 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 IT 서비스 산업의 시장분석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계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연평균 8.8%를 기록하여 1999년의 시장 규모는 1조억 달러에 

이르며,  

-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장 전망은 연평균 10%의 성장율을 기록하여 

2003년의 시장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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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현황 및 전망 

-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연평균 18.6%의 고성

장을 보이고 있고 1999년의 생산액을 22조 원에 달하며, 2004년의 생산액

은 37조 원으로 전망되어 2000년 이후 연평균 12.0%씩 성장할 것으로 예

측됨.  

-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 중 부가통신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 전망이 가장 

높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32.8%에 달할 전망임. 

 

 

6. 유치대상기업의 선정 

 선정 방법 

유치대상 기업의 선정은 유치대상 업종별 리서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유치업종 1차 

핵심 산업인 M&E · 소프트웨어 및 관련 IT 서비스 산업 별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음.  

 

[ 그림 9 ]  유치 대상 기업 선정 프로세스 

 

 유치 대상 기업 

[ 표 3 ]  M& E  산업 유치대상 기업 

구 분 해외 기업 국내 기업 

방 송  Time Warner Inc. 외  KBS, MBC, SBS 외 

음 반  EMI, MP3 외  M-net, KMTV 외 

디지털 교육  Sylvan Learning 외  LG 사이버 아카데미 외 

게 임  Electronic Arts 외  한빛소프트, 위즈게이트 외 

영화· 애니메이

션 
 Sony Pictures 외 

 강제규 필름 외 

* 유치대상기업은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준일 이후 정보통신 산업의 빠른 변화로 인

해 기업간 인수 · 합병 혹은 기업 청산으로 인해 리스트가 변경될 수 있음. 

* 상세 리스트는 본 보고서 참조. 

 

[ 표 4 ]  소프트웨어 산업 유치대상 기업 

구 분 유 치 대 상 기 업 

S I  등 핵심 소프트웨어  Micro Soft, Oracle, IBM, Fujitsh 외 

컨텐츠 제작  Loudeye, Media 100, RealNetworks, ICE-net 외 

?M&E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IT산업

?단지지원 산업

유치산업의

선택

유치산업의

선택

국내외 유치

업종의 조사

국내외 유치

업종의 조사

대표기업

선정

대표기업

선정

업종별

분류

업종별

분류

?미디어밸리

?앤더슨컨설팅

?힐우드

?국외 대표기업

?국내 대표기업

유치대상
기업선정
유치대상
기업선정

?M&E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IT산업

?단지지원 산업

유치산업의

선택

유치산업의

선택

국내외 유치

업종의 조사

국내외 유치

업종의 조사

대표기업

선정

대표기업

선정

업종별

분류

업종별

분류

?미디어밸리

?앤더슨컨설팅

?힐우드

?국외 대표기업

?국내 대표기업

유치대상
기업선정
유치대상
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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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탐색관리  MP3.com, InDemand, Audible.com, Palm 외 

출판· 의인화  Vignette, Interwoven, Blue Martini Software 외 

디지털 자산관리  BitStrea, Excaliber, Buldog, NeoCore, Aeresia 외 

네트워크화· 접속  AOL, AT&T, UUNET, BT, Concentric, Earthink외 

컨텐츠 전달· 호스팅  Exodus Communications, NaviSite, Initra, Verio 외 

컨텐츠 소비· 접속  SpyGlass, Liberate, Phone.com  외  

전자상거래  Ariba, ebreviate, Freemarkets, Broadvision 외 

온라인 광고  DoubleClick, Engage, Mediaplex, Avenue A 외 

 

[ 표 5 ]  관련 I T  서비스 산업의 유치대상 기업 

구 분 해외 기업 국내 기업 

I T  

S e r v i c e   

 Lucent Technologies, 3com, AT&T,  

 Cisco System, Boeing, GTE, US West 

외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한국PC

통신,  

 드림라인, SK텔레콤, 데이콤 외 

 

 

7. 유치업종 육성 전략 

 

7. 1 정부의 육성 정책에 대한 전략 
 

7. 1. 1 정부의 육성 정책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정부는 2000년 3월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을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수립하였으며, 기

본 내용은 초고속통신망 등 인프라 조기구축, 교육정보화 및 사이버 정부 실현, 정보화 

마인드 확산,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정보화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함. 

 정보통신부 육성정책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뱅크 사업, 게임 컨텐츠 종합 DB 구축, 디지털 컨텐츠 시범 사업 

실시 등 본격적인 정보통신산업 및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육성정책을 펴 나가기 시작

하였음. 

DMC 조성이 정보통신부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산업 육성의 한 축이 되도록 멀티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중심지로의 DMC의 위상을 정립하고, 산업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

합적인 육성을 추진해야 함. 

 산업자원부 육성정책 

산업자원부 육성정책에는 ‘산학연 육성방안’ 및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등이 있음. 

산업자원부 육성 정책의 활용을 위해서는 DMC 산학연센터를 설립 · 운영하고, 중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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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립하는 등 DMC 유치 기

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문화 관광부 M&E 산업 육성정책 

문화관광부의 본격적인 문화산업 육성정책 또한 DMC에서 M&E산업이 성공하는데 크

게 기여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지원을 유도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를 DMC내로 유치하는 

등 문화관광부의 육성정책을 해외기업 유치의 경쟁 우위요소로 활용하여야 함. 

 

7. 2 업종별 육성 전략 
 

7. 2. 1 M&E 산업 육성 전략 

 디지털 교육 

디지털 교육을 제도교육으로 인정하여 세제지원 제공 등의 효율적인 사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기존 교육자들의 재교육과 디지털 교육 전문가 육성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공

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방송 

DMC 내에서는 디지털, 위성, 인터넷방송에 따른 각종 규제 및 지침을 완화하고, 입주기

업 · 대학 · 연구소와 산학연 시스템을 구축하며, 선도 프로젝트의 발주를 통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지원함.  

 문화산업(게임 · 영화 · 음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컨텐츠 창작 · 개발 · 편성 부문의 적극적인 인재발굴 및 양성과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며, 자본력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성 · 공급 및 유통체계의 

현대화 지원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를 창출함. 

 

7. 2. 2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서울시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부를 확대 추진하여 수요기반을 창출하고, DMC 입주

기업의 규모 및 기술력 증진을 지원하며, 서울시 산하기관의 행정 및 교육 등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하고 이를 DMC 입주기업에게 발주토록 함으로써 공

공부문의 선도적 수요를 창출함. 

 방송 · 교육 · 음반 · 영화 등 DMC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입주기업간 협의체계를 통하여 DMC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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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기반 소프트웨

어개발 등의 사업을 DMC 내에 유치하여 M&E 산업과 연계시켜 육성함으로써, 

DMC 산업 전반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함. 

 DMC 유치업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및 창업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세대학

교 등 신촌지역 대학과의 협조 아래 체계적인 인력공급 체계를 구축함. 

 서울시의 DMC에 대한 공공벤처캐피탈 조성 및 벤처빌딩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

한 재정지원 등으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지원함.  

 

7. 3 산업간 연계육성방안 

 단지조성 초기단계에는 산업간 시너지 효과와 수요창출 효과가 가장 큰 국내외 방

송 및 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방송산업과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 음반 · 교육 · 출판 · 소프트웨어 

및 M&E 관련 IT 서비스 산업을 특화 육성시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방송산업 · 게임 · 애니메이션 · 영상 및 음악의 향후 집적방향을 가상도시(Virtual 

City)로 설정하고 가상관광 체험 프로젝트 등 서울시가 선도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집중적인 발전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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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정보도시 조성전략 

 

8. 정보도시 필요성 및 주요과제 

 

8. 1 정보도시 조성의 필요성 

 DMC가 경쟁단지나 선진단지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DMC는 단지의 물리적 구성이나 유치기업의 업종으로서 ‘정보산업단지(IT 

Industrial Park)’가 아니라 도시의 시스템 속에서 도시의 구성원 사이에 ‘정보와 

문화’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정보도시(Information City)’로 조성되어야 함. 

 

8. 2 정보도시의 개념  

 정보도시는 도시구성의 요소인 ‘시민 · 산업 · 행정 · 도시인프라’가 주체가 되어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 · 정보 · 서비스 · 상품 등을 다른 영역의 수요자에게 신속 ·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정보 인프라 체계와 운영 프로세스를 의미함. 

 DMC는 첨단지식산업을 유치하는 일반적인 정보단지 중 M&E, 소프트웨어 및 관

련 IT 서비스 분야의 세계적인 정보미디어 기업의 메카이자, 생산업무시설 · 업무

지원시설 · 연구개발시설 · 인력양성시설 · 복합지원시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미

디어가 개발되고 연구되는 복합단지를 의미하며,  

 또한, DMC단지 내 일상 활동이 초고속 정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구

현되고 사이버 교육과 전자상거래가 상용화되는 디지털 도시를 의미함. 

 

8. 3 정보도시의 비전 및 주요과제 

 

8. 3. 1 정보도시의 비전 

 DMC는 제반 인프라 시설의 활용과 산학연계를 통해 정보미디어의 연구 · 생산에

서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공간을 제공하는 첨단 정보미디어 기업의 메카이자  

 원활한 기업운영과 국민 생활환경의 편의를 위한 여건을 제공하여 기업활동과 국

민생활을 돕는 정보화된 도시로서, 국내외 정보단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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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2 주요 과제 

 정보도시 인프라 부문 : 초고속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인텔리전트 빌딩, 사이버 아

파트를 구축하여 미래 정보통신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이에 기

초하여 M&E · 소프트웨어 및 관련 IT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유수기업을 집적하고, 

연구 · 개발 · 교육 ·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자체완결적 도시구조를 갖

추어야 함. 

 디지털 타운 : 생활 · 산업 · 행정 · 도시인프라 등 도시 구성 영역에 네트워크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 · 통합하고 사이버교육과 전자상거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사이버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함. 

 IDC(Internet Data Center) : DMC 내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시설

인 IDC를 조기 구축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환

경을 조성해야 함. 

 

[ 그림 1 0 ]  정보도시 비전 및 주요과제 

 

 해외단지와 네트워크 구축 : 성공적인 해외 정보단지의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습

득하고, DMC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프라, 연구

개발, 인력양성 및 교류에 대한 해외단지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벤처지원시스템 구축 : DMC는 살아있는 정보단지 조성의 관건인 벤처기업의 창

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금융 · 세제 · 기

술개발 · 인력 · 마케팅 · 입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벤처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8. 3. 3 정보도시 대상범위 

 정보도시는 1단계로 DMC 17만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 상암새천년신도

시 200만평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주거단지 · 꿈의과학관 · 밀레니엄 공원 ·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3단계로 서울시 전체지역과 지방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틀을 갖추고, 해외단지와 

연결하여 국제적인 연결망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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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MC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9. 1 DMC 정보통신망의 필요성 

 세계의 유사 정보단지 간 첨단 통신 인프라 구축 경쟁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들을 

DMC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단지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DMC가 유치하고자 하는 M&E 및 소프트웨어 · 관련 IT 서비스 산업이 DMC 내

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가 상업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9. 2 DMC 정보통신망 구축 목표 및 대상 지역 

 구축 목표 

이상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선 · 무선 · 위성이 상호 연계된 DMC 정보통

신망을 구축하고, 영상 · 데이터 및 음성서비스 등 입주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통신 서비

스와 정보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유수 해외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DMC를 세계화 전략

의 실천 무대로 활용하며,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정보화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의 일원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함. 

 구축 대상 지역  

DMC 지역이 정보통신망 구축의 주 대상이 되나, 이에 앞서 상암지구 전체에 대한 정보

통신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DMC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함. 

 재원 확보 방안 

통신망 구축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축 시 서울시 비용으로 충당하며, 기간통신사업자

가 구축 시에는 선정된 사업자가 자체 비용으로 구축하게 되나,  

서울시는 DMC의 통신망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구축될 수 있도록 DMC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통신망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문 기구로서

「DMC 정보통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9. 3 DMC 정보통신망 구축 방향 및 구성 

 DMC 정보통신망 구축 기본 방향 

DMC 정보통신망은 현재 공급되는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향후 공급이 예상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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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서비스 공급자 관점 보다는 서비스 사용자 관점에서 접근

하여야 함. 

또한 유선링크, 무선링크, 위성링크 등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서

울시 전체의 관점에서 DMC 정보통신망이 텔레포트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되어

야 함. 

나아가 정보통신망 구축 후 예상되는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하며, DMC 외부와의 접속 및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

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도록 구축되어야 함. 

또한 위성 지구국을 구축하여 향후 위성 인터넷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네트워

크에 이상 발생시 백업 망으로 이용하도록 설계해야 함. 

 DMC 정보통신망의 기본 구성 

미래의 주도적인 접속망으로 자리잡을 광가입자 망은 아직까지 설치 기반이 취약하여 

중간적 대체서비스인 xDSL(x-Digital Subscriber Line), HFC(Hybrid Fiber Coax), B-

WLL(Broadband Wireless Local Loop) 등이 대체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장기

적으로 보아 광케이블에 입각한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 망을 기본으로 DMC 정보통

신망을 설계해야 함. 

이에 따라 DMC의 정보통신망은 모든 가정과 대형건물 및 수요밀집지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FTTH(Fiber To The Home), FTTO(Fiber To The Office), FTTC(Fiber To 

The Curb)의 구조가 되며, 

또한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면서 광대역 전송이 가능한 B-WLL과 IMT-

2000 무선기술의 상용화에 따라 가입자망도 무선 네트워크로 구성하도록 함. 

기업가입자의 구내 통신망은 밀집된 지역에 이용자가 집중해 있고, 기업 내 가입자간 통

신빈도가 높으며 업무효율 향상에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기가급(Giga bps)의 

초고속 LAN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  

가정 내에도 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종 행정 공공서비스 및 금융, 의료 서비스등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가정생활의 편의와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그림 1 1 ]  D MC  정보통신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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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DMC 정보통신망 구축 절차 

 DMC 정보통신망 구축 과정은 우선 DMC 추진단, 기간통신사업자, 국내외의 연구

소 · 학계에서 참가한 15인 내외로 정보통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적의 통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기간 통신망 구축 자격을 구비한 국내 

기간 통신사업자가 DMC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DMC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은 해외 유사 사례 및 국내 관련 법령의 검토, 서비스

의 종류와 규격 및 통신망 구조의 설정, 구축 시 소요 자원 규모와 개략 공정계획,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10. 디지털 타운 조성 방안 

 

10. 1 추진 목적 및 비전 

 디지털 타운(Digital Town)의 추진 목적은 DMC 내 정보흐름을 단일화하고 필요

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신속 · 정확하게 제공하여 DMC 내 도시 주체

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미래도시의 핵심가치인 정보를 공유 · 전달 · 

상품화하기 위하여 가정과 기업 · 공공기관이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

공하여 새로운 정보가치를 창조하고 교류하는 사이버 커뮤니티(Cyber 

Community)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2010년 DMC는 3차원 입체정보 처리기술을 이용한 광통신망과 테라급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개인 이동 위성 통신망 등 초고속 네트워

크와 수 백 Mbps 단말기 · 양방향 TV를 통해 M&E 컨텐츠와 관련 정보가 유통

되어 미래 가상도시에 근접하게 됨. 

 

10. 2 디지털 타운 구축의 기본 방향 및 추진과제 

 

10. 2. 1 기본방향 

 도시 구성의 주체인 시민, 산업, 행정, 도시 인프라의 네 개 구성 영역 내부 또는 

영역간에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 집단

별 · 영역별 단위 정보시스템과 단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는 DMC 

고유의 디지털 타운을 구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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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타운의 추진범위는 단계적으로 상암새천년신도시 200만평을 대상으로 하

여 DMC를 중심으로 도시 완결적인 규모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10. 2. 2 부문별 추진과제 

 생활, 산업, 행정, 도시기반인프라 등 도시의 각 구성요소가 자체 완결적인 정보화 

[디지털화(Database화=Digitalization)+시스템화+정보교류(Interactive) +정보거

래(Marketing)]를 이루어야 네트워크의 통합구축과 정보가치의 창출이 가능해 짐. 

 각 부문별 정보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의 표에 나타나 있음. 

 

[ 표.  6 ]  부문별 정보화 추진과제 

구 분 추진 과제 

생활정보화 

 사이버아파트 및 홈오토메이션 도입 

 가상쇼핑몰(Cyber Mall) 및 배달시스템 구축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가상 ·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통합예약서비스 · 사이버월드 구축(관광 · 영화 · 음반 · 게임 등) 

산업정보화 

 e-비즈니스 인프라(EDI, 전자결재 등) 구축 

 DMC 산업정보(인력 · 제품 · 서비스 등)시스템 구축 

 온라인 경영 및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실현 

행정정보화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원스탑 행정서비스 구현 

 KIOSK(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보급 

도시기반정보화 

 초고속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시범구축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시범실시 

 

10. 3 디지털 타운 추진전략 

 

10. 3. 1 부문별 추진전략 

 생활 부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상암 신도시 내 아파트는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제’ 1등급 이상의 사이버(인텔리전트) 아

파트로 건설하고 아파트 내에는 디지털 가전 등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며,  

아파트 단지와 주변 상가, 인근 상업시설 · 교육시설 · 의료시설 등을 연결하여 사이버 

쇼핑몰과 사이버 교육시스템, 가상 · 원격 의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입주민들과 입주

기업들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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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문화 · 오락 · 관광 등 여가 생활을 온라인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사이버 월드

(Cyber World) 시스템을 구축하며, 각 시스템을 생활 정보 시스템으로 통합함. 

 산업 부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DMC 내 기업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교환체제 · 보안인증체계 · 전자결

재시스템 등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M&E 산업 중심의 인력 · 제품 · 기술 · 서비스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구축하

고, DMC 내 중소 ·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 장비이용체계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상용화를 추진하며 

DMC 내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서울시 조달 물품의 전자상거래

(B2G)를 실시하고 M&E 등 DMC 유치업종 분야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등 산업부문

의 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행정 부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KIOSK)

를 DMC 내 주요 장소에 설치하여 행정 정보의 접근성을 다양화시키며, 

서울시의 각 부서 및 산하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유관 부처와 정보 연계를 

통해 정보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등 행정부문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도시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상암 신도시 기간시설의 정보화 및 정부 부처의 정보화 추진사업과 DMC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DMC를 서울시와 정부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추진사업의 시범 실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지원받도록 추진해야 함. 

 

10. 3. 2 요소별 추진전략 

 DMC 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타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 정보 시스템의 

표준을 미리 설정하여 효율성과 호환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DMC 사업 주

체가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 전자화폐 · 차세대 인터넷(IMT-

2000) · 전자상거래 표준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DMC에서 시범적으로 구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동시에 DMC에 적합한 표준화 설정을 위하여 선도적인 기

술개발 투자를 진행해야 함. 

 디지털 타운 구축의 주요 요소인 데이터베이스와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각 부문

의 사업 주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정보는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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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유도해야 하며, 해외 정보와 컨텐츠는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 프로젝

트로 발주해야 함. 

 DMC 사이버 대학을 설립하여 M&E ·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 인력 확보와 기존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00년에 기 설립된 사이버 대학과 연

계하여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공유하거나, 신촌 지역 대학의 M&E 관련 학과를 주

축으로 사이버 대학을 설립하고 교육부와 협의하여 기존 대학 및 교육기관과의 학

점 인정제 도입을 추진함.  

 인터넷 등 네트워크 상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인 e-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를 구축하여 DMC 유치업종 분야에 대한 시

민 · 기업 · 공공기관의 전자상거래(e-Business)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DMC 내 

중소 · 벤처기업과 연계하여 벤처지원 시스템의 한 축이 되도록 함. 

 DMC에 필요한 컨텐츠 및 정보를 확보 · 개발하고 디지털 경제 기반을 기초로 각 

부문의 정보 시스템과 e-마켓플레이스, DMC 사이버 대학,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합하여 원클릭(One-Click) 디지털 타운을 완성하며, 장기적으로 DMC가 가상도

시(Virtual City)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함. 

 

10. 4 실행계획 

 사업 추진 체계는 초기 단계에 서울시와 서울시의 산하기관이 주축이 되어 디지털 

타운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 · 지원 체계 · 정부 협력 유도 방안 등을 준비하고, 사

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DMC 사업주체 · 개발사업자 · 입주기업 협의체 · 입주

민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컨텐츠와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도록 함. 

 디지털 타운은 많은 분야에서의 참여 · 지원 · 협력이 필요하고 소요 비용도 크므

로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단지 조성 및 시설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

며, 시스템표준화 · 전자상거래 · e-마켓플레이스 · 디지털 타운 시스템 등은 유인 

프로젝트로 발주하여 해외 기업을 참여시켜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디지털 타운은 DMC 개발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추진해

야 하는 바,  

1단계 2002년까지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의 DMC 관련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

며, 사업주체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능한 컨텐츠와 정보를 확보하고,  

2단계 2005년까지는 생활 및 산업부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DMC의 디지털 경제 인

프라 및 e-마켓플레이스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며,  

3단계 2010년까지는 각 시스템을 통합하여 디지털 타운을 완성하고 서울시 전역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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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 확산시킴. 

 

 

11. IDC 운영 방안 

 

11. 1 IDC 개요 

 정의  

IDC(Internet Data Center) 란 초고속 인터넷 전용망을 갖춘 특정 공간에 각 기업들의 

네트워크 관련 장비들을 입주시키거나 일정 공간의 전산실을 제공하는 일종의 임대용 

통합 전산실로, 컨텐츠 제공자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단순 통신회선판매가 아닌 고부

가가치의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프라 사업임. 

 역할 

IDC를 통해 인터넷 백본에 직접 연결됨으로써 트래픽 처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네트워크 · 전산장비 · 관리인력 등을 아웃소싱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며, 보

안 · 데이터백업 · 무정전전원장치 등 서비스의 활용으로 전산망 운용 수준을 향상시킴. 

 제공서비스 

Co-location 서비스 : 고객 보유 서버를 IDC에 위치시키고 초고속 통신망 접속 서비스

를 제공함. 

Shared / Dedicated 서비스 : IDC가 서버를 보유하고 초고속 통신망 접속서비스를 제공

하며, 일정용량의 서버와 네트워크 회선을 여러 고객이 공유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하는 

가에 따라 Shared와 Dedicated 서비스로 구분함.  

Managed 서비스 : IDC가 서버 및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에 따

라 데이터베이스 관리 · 데이터베이스 백업 · 정보 보안 프로그램 · 과금 시스템 등 부가

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그림 1 2 ]  I D C 의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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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한국과 미국의 IDC 시장 

 한국의 IDC 시장 

한국의 IDC 주요 사업자는 자체 통신 회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통

신, 두루넷, GNG텔레콤 등 기간 통신사업자와 ISP 및 S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별정 통

신사업자들이며,  

199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 IDC 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에 대

한 기대로 Co-location, Shared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들이 미국의 선진 IDC 업자와의 제휴로 Managed 서비스, 

ASP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의 IDC 시장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환경을 IDC에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

넷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많은 웹 서비스 기업들의 네트워크 장비 및 광대역 통신 접

속에 대한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IDC에 대한 아웃소싱은 급격히 커지고 있음.  

미국의 IDC 수요자들이 IDC 선택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서비스의 안정성, 

제공 서비스, 보안의 순이며, 제공 서비스도 시장 초기에 단순 시설 대여 서비스에서 고

부가가치 서비스로 급격히 이전되고 있음. 

 

11. 3 DMC IDC 추진 방안 

 DMC IDC 사업 추진의 필요성 

DMC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산

업의 최첨단 전문 단지로서, 정보통신 사업의 핵심 기반인 IDC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DMC 의 위상을 제고하고, DMC 운영주체 및 입주기업의 수익기반을 마련함. 

 DMC 사업 추진 방향 

DMC 기본 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DMC에 IDC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DMC 추

진전략과 IDC의 기능 및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 

IDC가 DMC의 최초 프로젝트이자 해외기업의 최초 투자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며, 국

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IDC 운영주체로서 함께 참여함.  

 DMC IDC 사업 추진 제휴 구도 

IDC 사업자는 건축, 사업기획, 마케팅, 부가서비스 사업 등 IDC 사업을 운영하고, 서울

시는 장기 저가임대 등의 방식으로 IDC 사업용 토지를 제공하며,  또한 정보통신사업자

는 빌딩건축 및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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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DMC IDC 사업 전략 

 기본 전략 

국내 주요 IDC 사업자들은 자체 보유한 통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와 단순한 

서버 공간 및 네트워크 접속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DMC IDC는 기술 기반의 

Managed 서비스 전용 IDC로서 DMC에 입주하는 개별 기업의 사업 환경에 따른 최고 

수준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제휴를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 

DMC 입주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국내 시장에서 아직 본격화 되어 있지 

않은 Managed 서비스의 시장 조성을 위해 국내외 관련 기업과의 사업 제휴를 통한 조

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12. 해외단지와 네트워크 구축방안 

 

12. 1 목적 및 필요성 

 해외 첨단산업단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범세계적인 국가 기술혁신 거점

(Hub)로서의 DMC의 위상을 강화하고,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

적으로 확보하며,  

 글로벌시대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해외의 효율적 단지 운영 및 관리 기법 확보와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부족한 IT 인력자원의 보충과 최첨단 기술의 습득, 입주기

업들의 해외 진출 및 마케팅을 추진함. 

 

[ 그림 1 3 ]  해외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고려 사항 

 

12. 2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통해 단지운영 및 관리 노하우 등의 네트워크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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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에서 국제적 기술혁신 거점(Hub)으로서 DMC의 동태적 경쟁력 강화가 

가능함. 

 네트워크의 구축 방안 

단지 운영 · 관리 노하우 습득 : 해외단지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해외단지의 선진 운영 · 관리 기법, 기업유치 및 지원시스템을 습득

함. 

공동 연구개발 및 해외 연구 거점 확보 : 영어 중심의 국제화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정

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해외단지와 공동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집적도가 높은 공

동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함. 

인적 교류 체계 구축 : DMC IT 교육센터를 통해 부족한 산업부문의 IT 인력을 상호 지

원하고 외국기업 · 대학 · 민간의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 

 

 

13. 벤처지원시스템 구축방안 

 

13. 1 목 적 

 효과적인 벤처기업 육성방안의 개발 · 시행으로 DMC 내에서 벤처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여 한국경제가 지식기반산업 중심 구조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지

원 환경을 조성함. 

 

13. 2 국내 벤처기업 여건  

 국내 벤처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태동기이며, 우량 벤처기

업을 중심으로 투자자금 조달이 양호하나, 2000년 하반기 현재 주식 및 코스닥 시

장의 주가 하락으로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임. 

 

13. 3 벤처 생태계 분석 

 벤처생태계는 벤처기업과 그 주위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함. 벤처생태

계에는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회수시장(KOSDAQ, M&A)이 각각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기능을 담당하며, 이상적인 벤처생태계의 구조는 벤처기업-벤처캐피털-

코스닥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공진화(Co-Evolution)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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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쳐집적지는 각각의 벤처집적지별로 고급인력이 모여들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인력과 연구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대학, 연구결과를 판매하는 시장, 벤처를 지원

하는 자본시장과의 거리 등의 벤처생태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벤처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된 단지를 개발할 수 있음. 

 

[ 그림.  1 4 ]  벤처생태계의 구조 

 

 

13. 4 벤처기업 지원 현황 및 DMC의 지원 방향 

 

13. 4. 1 벤처기업 지원 현황 

 국내의 벤처생태계 중 테헤란밸리는 임대료 상승과 교통 조건 악화 및 교육 · 연

구개발과 연계 미흡이, 대덕단지는 경영 노하우 부족과 생산시설 용지 부족이, 구

로단지는 인력과 연구개발 능력 및 금융과 판로의 취약이 단지의 활성화를 가로막

고 있음. 

 현재 국내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은 정부 · 지원기관 ·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입지 

지원 · 자금조달 지원, 인력확보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각 영역별로 담당하고 있으

나, 체계적이고 종합적 육성체계가 미비하고, 사업타당성 검토의 미흡과 기업특성

과 지역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 

 반면 미국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미공개기업의 주식 매각손실 과세 특례 및 자

본이득 세율인하 등의 세금우대 제도와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

무 공간과 경영 · 기술상담 및 금융지원 알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이스라엘은 기술 인큐베이터 계

획을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투자자본 유치와 행정 지원을 하고 있음. 

 

13. 4. 2 DMC의 지원 방향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금융자 지원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

성화로 지원체계를 전환하고, 벤처기업과 연구기관 및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유

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등 금융 · 인력 · 시장조성 측면에서 포괄

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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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IT전문인력양성 · 공급, 국제 비즈니스 지원시설 

조성, 금융지원시스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시스템 구성 등 DMC에 적합한 벤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그림 1 5 ]  D MC  벤처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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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합지원 기능 개발의 주요 과제 

 

14. 1 복합지원 기능 개발의 필요성 

 DMC의 비전 및 컨셉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미디어 산업을 집적시키고 종합

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교류기능, 연구개발기능, 교육기능 및 비즈니스 지원기

능 등을 복합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국내 기업 예비수요조사 및 '외국 IT기업 한국 현지법인 대표 초청간담회'에서도 

호텔 · 컨벤션센터 등의 국제교류기능, 교육시설 · 연구개발시설 등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기능과 상업위락기능 등의 복합지원기능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됨.  

 

14. 2 DMC의 복합 지원 기능 

 이와 같은 필요성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MC의 복합지원 기능을 아래와 같이 

도입하여 개발해야 함.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업, 대학, 연구소 간의 체계적 연결을 통

해 업무 및 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품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추

구하며, IT 교육 센터를 통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 · 공급함.  

업무 지원 : DMC 원스탑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업무와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 법률, 회계, 마케팅 및 외국 선진기술 동

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국제 비즈니스 지원 : 컨벤션 및 전시시설을 통해 입주기업의 대규모 회의 공간과 제품 

전시 및 홍보 공간을 제공하고, 호텔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업무와 연구 기능을 지원

하기 위한 숙박과 위락 공간을 제공함. 

상업 및 레저위락 시설 : 단지 내 생산 제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공간과 단지 내 거주자

와 상근자들이 쇼핑 및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대규모 집객시설의 

개발로 유동인구의 유입을 극대화하여 DMC 단지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함. 

 

 

 

 

[ 그림 1 6 ]  D MC 복합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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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공급 

 

15. 1 IT 교육센터의 필요성 및 기능 

 DMC 전략 유치업종인 M&E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IT 서비스 산업 등의 특

성상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한 고

급 IT 인력의 공급은 DMC 단지 성공의 필수 요소이자 단지 연속성의 관건임. 

 따라서, IT 교육센터는 입주기업과 기관들의 IT 신규 인력 및 재교육 요구를 교육

센터가 자체 개발한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한 디

지털 교육 서비스와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  

 

15. 2 한국의 IT 인력 수급 현황 

 한국의 IT 산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1999년 말 현재 약 56만 명이고, 2005

년에는 약 7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보기술분야의 고급인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까지의 부족인력이 14만 명에 달할 전망으로 

수급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중저급 인력의 경우에는 사설 학원의 활성화 등으로 공급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나,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경우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규모와 기간이 길고 국

내 교육여건 미비로 공급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산학연 연계 및 다양한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15. 3 IT 교육시장 분석 

 세계 IT 교육시장은 향후 5년 동안 1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매출규모는 

1999년 194억 달러, 2004년 3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국내의 IT 교육시장은 향후 5년간 30%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4년에는 1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특히 IT 인력부족, 자격증 시장 역할 증대, 회사 인력 재교

육 아웃소싱의 증가, 최신기술의 발전, 현장실습 교육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15. 4 DMC IT 교육 센터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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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1 IT 교육센터의 전략적 포지셔닝(Positioning) 

 IT 교육센터는 DMC 유치업종인 M&E · 소프트웨어 및 관련 IT 서비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단지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복합지원기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 · 산업 기능과 연구 개발 기능을 연결하는 복합 

지원 기능의 핵심적 연결 고리로서 포지셔닝 해야 함. 

 

[ 그림 1 7 ]   I T  교육센터의 포지셔닝 

15. 4. 2 IT 교육 센터 운영 전략 

 운영 목표 

DMC IT 교육센터는 입주기업(B2B)과 신규 IT 인력(B2C)을 대상으로 세계적 수준의 

커리큘럼과 최첨단 Online-Offline 통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e-비즈니스 기반 기술과 멀티미디어 응용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디

지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질 높은 교육생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해 한국 최고의 IT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  

 제공 서비스 

DMC 유치 업종과 관련이 큰 시스템 인프라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응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도구 및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 e-비즈니스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을 제공함. 

또한 사업과정에서 교육센터의 핵심인 풍부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과 컨텐츠 제휴 전략을 구사하며, 특히 영어기반의 컨텐츠를 확립하여 영어 구사가 가능

한 IT 인력을 양성함. 

 운영 주체  

DMC IT 교육센터는 단지 내 선도 프로젝트로서 서울시가 국내외 민간 IT 교육기관과 

합작으로 추진함으로써 위험을 상쇄하고 수익모델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 교

육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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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산업기능업무산업기능

주요
도입
시설

주요
도입
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

대기업HQ대기업HQ

IT, M&E 관련

제작생산기지

IT, M&E 관련

제작생산기지

M&E컨텐츠
제작 스튜디오

M&E컨텐츠
제작 스튜디오

주요
도입

시설

주요
도입

시설

정보도시 기반기능정보도시 기반기능 도시지원기능도시지원기능

전문인력의
공급

(신규인력및
재교육인력)

신기술및
연구개발

실적의공급

전문인력의
공급

(신규인력및
재교육인력)

인력/교육
요청및 다양한

지원활동

DMC의 조기 성공화 및 활성화DMC의 조기 성공화 및 활성화

상호협력관계구축및 각각기능들의효율적인순환

복합지원기능복합지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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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 개발 및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구축 

 

16. 1 연구개발 및 산학연 추진전략 

 영국 케임브리지과학단지 등 해외의 성공적인 첨단산업단지 및 정보단지의 사례를 

보면, 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해 대학과 기업 · 연구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관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DMC 사업부지가 협소하여 대규모 국내외 연구개발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고, DMC 유치업종인 방송, 게임, 영상음반 등 미디어산업과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징은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과 연구개발과정이 단일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DMC의 연구개발기능의 구축은 대규모 연구개발시설을 유치하는 것보다 

산학연센터를 설립하고 기업 · 대학 ·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통한 산학연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에 따라 파생되는 중소규모 기업부설 연구개발시설은 부대시설로 배치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16. 2 연구개발 시설 및 기관의 유치 

 해외 앵커기업 연구시설을 정책적으로 유치하고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DMC 분원을 유치하며, DMC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특성화 대학이나 공동 

캠퍼스를 설립토록 추진함. 

 이를 위해 용지 또는 시설의 임대 및 분양 시 수요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프로그램과 연구인력, 주요 실험장비 및 시설의 공동 이용을 지원하며, 

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수시범학교 지원사업의 대상기관으

로 선정되도록 추진해야 함.  

 

[ 표 7 ]  유치 대상 해외앵커기업,  학교,  연구소 및 관련 기관  

구 분 유치대상 기관 

해외앵커기업 
 Sony Computer Science Laboratories, Bell Laboratories, IBM Almaden 

Research Center, Microsoft Research Laboratories 등 

학 교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경기대 전산정보원, 고려대 정보교육센터, 서강대 정보통

신원, 연세대 전산교육원, 이화여대 정보전산원, 홍익대 등 

연구소 및  

기관 

 서울대학교 뉴미디어 통신공동 연구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

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통신 소프트웨어연구소, 미디어 영상문화원, 게임지원센

터, 첨단게임산업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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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 DMC 산학연센터 개발 방안 

 

16. 3. 1 산학연센터 개발 및 운영 

 산학연센터는 수익사업 모델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선도 프로젝트로서 개발

에 따른 위험부담도 안고 있으므로, 초기의 조직 구성 및 시설 건립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운영이 활성화되면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16. 3. 2 산학연센터의 구성 

 산학연센터의 기구 구성은 다음과 같이 산학연연구센터, 기술지원센터, 창업지원

센터, 네트워크구축센터로 이루어지며, 기술전문기관 · 금융 및 마케팅 전문기관 · 

창업보육기관 등을 유치하여 일괄 지원서비스를 실현해야 함. 
 

 

[ 표 8 ]  산학연 지원센터의 구성 및 기능   

산학연연구센터 기술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네트워크구축센터 

 기술전문인력알선 

 산학협동연구관리 

 산학연협력 연구공간제공 

 연구 기자재 공동관리 

 교육훈련·자문 

 세미나·연구회개최 

 기술특허출원지원 

 기술정보 제공 

 신기술 알선 

 전문가 Pool 제 

 창업보육(TBI) 

 기술혁신(TI) 

 기술사업화 및  

기업화 지원 

 정보DB 구축지원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 관리 

 기술DB및 기관 네트워킹 

 벤처캐피탈 등 금융시스템 

연계 

 

16. 3. 3 산학연센터의 기능 

 DMC 산학연센터의 목표는 M&E, 소프트웨어 및 관련 IT 서비스 부문에서 특화

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체, 학계, 연구소를 네트워크화하여 One-Stop, One-

Roof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DMC 참여 산학연 기관간 및 인프라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웹사이트를 구

축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며, 

산학연 종합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 단계별로 행정지원 · 기술지도 · 

기술인력알선 · 정보제공 · 기술이전 · 판로개척 · 자금공급 · 경영지도 · 창업보육기능 

등을 제공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를 위한 공간과 연구 기자재 등 자원의 공동관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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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 4 산학연센터의 시설간·기능간 연계성 

 산학연센터는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에서 재정과 인력 및 기술을 지원 받아 운영

하고, 

 DMC IT 교육센터는 산학연센터에 교육된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산학연센터는 산

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된 기술을 IT 교육센터에 이전하여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

하며, 

 산학연센터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된 기술 및 상품을 기업에 제공하여 상품화

를 지원하며, 연구된 기술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함. 

 이에 따라 산학연센터는 연구개발 단지 및 IT 교육센터와 한 공간에 결합되어 있

거나 근접한 거리에 배치해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림 1 8 ]  산학연센터의 시설 및 기능과의 연계 체계  

 

 

17. 국제 비즈니스 지원 시설 

 

17. 1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17. 1. 1 DMC 컨벤션센터 방향 설정 

 DMC내의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은 컨벤션센터 자체의 경쟁환경과 향후 공급초과

의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시설 추진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

나, 국내외 기업유치 및 DMC 조기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설립할 필

요가 있음. 

 

17. 1. 2 DMC 컨벤션센터 규모 계획 

 컨벤션센터 기본 시설 구상 

일반적 기준에 따른 컨벤션센터는 로비 · 회의실 · 전시실 · 이벤트실 등으로 구성된 주

시설과 관리 · 식음료 · 공공서비스로 구성된 지원시설, 그리고 숙박 · 쇼핑 · 위락 · 업

무로 구성된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함. 

기업

대학

기술 교육
기술 이전

연구소
(공공/민간)

산학연센터

기업

대학

IT 교육센터

연구결과를

산업에 응용연구소
(공공/민간)

산학연센터

기업

대학 상품화

전문인력 공급

벤처기업 창업

연구소

산학연센터

기업

대학

기술 교육
기술 이전

연구소
(공공/민간)

산학연센터

기업

대학

IT 교육센터

연구결과를

산업에 응용연구소
(공공/민간)

산학연센터

기업

대학 상품화

전문인력 공급

벤처기업 창업

연구소

산학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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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C 컨벤션센터의 적정규모 산정 

컨벤션센터의 규모가 대형화 될수록 시설 경쟁력은 높아지며 대형화 되고 있는 국제회

의 증가 추세에 맞출 수 있으나, 투자비 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정에 맞는 규모 

조정이 필요하며, 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2,000석 규모의 중규모 

컨벤션센터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인근 고양에 계획 중인 컨벤션센터와 기완공된 ASEM 컨벤션 등 대형 컨벤션센터

와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규모 시설에 따른 시설경쟁력 저하

를 보완하기 위해 컨벤션 회의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주요 과

제임. 

 

17. 1. 3 사업추진 방향 

 DMC 내의 컨벤션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회의시설, 전문인력, 컨벤

션 운영능력, 정부의 지원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 추진되어야 함. 

 컨벤션시설 구축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안정된 투자 재원의 확보와 투자 

재원의 다양화 등이 필수적이며,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비로 컨벤

션 건립의 비용을 충당하고, 부대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함.  

 

17. 2 호 텔 

 

17. 2. 1 호텔의 수요 및 공급 분석 

 현재 계획 중이거나 건설중인 호텔 객실 공급으로 2004년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성장에 따라 시장 점유율은 2005년 또는 2006년까

지 70% 후반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2006년 이후 76% 내지 78% 

사이에서 안정된 시장 점유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호텔수요의 견실한 성장과 DMC가 위치한 서울 서북부 지역에 국제적 수

준의 호텔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DMC에 개발될 호텔은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

로 판단됨. 

 

17. 2. 2 DMC 호텔 시설 계획 

 호텔 규모 산정 

DMC 내에 개발 되는 호텔은 주고객이 DMC와 관련된 비즈니스 수요가 될 것으로 판단

되며,  



51 

기본계획에 따른 도입기능 및 시설들이 모두 개발이 된다는 가정 하에 서울지역에서 운

영되고 있는 특급호텔들과 이를 이용하는 기업 수요를 근거로 DMC 호텔 수요를 추정한 

결과, 호텔 규모는 약 600실로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호텔 등급 계획 

DMC 내의 컨벤션센터가 개발될 경우 국제적 수준의 특급호텔이 있어야만 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므로, 높은 객실료의 기업수요와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특급 호텔이 필요함. 

또한 DMC 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비즈니스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기투숙자를 

위한 숙박 시설이 필요하므로, DMC내의 호텔은 국제적 수준의 특급호텔 1개와 장기 투

숙용 중저가호텔 1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호텔 시설 구성 

DMC에서 창출되는 수요는 특히 기업 수요가 많을 것이고, 신규로 조성 개발되는 단지

의 성격상 관광 수요가 일정 부분 창출될 것이며, DMC 내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특성상 

회의나 세미나 및 전시 관련 수요도 상당 부문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호텔 규모 

산정에서 추정된 약 600실의 수요를 약 400실 규모의 국제적 수준의 특급 호텔과 200

실 규모의 장기 투숙용 호텔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7. 2. 3 사업추진 방향 

 DMC의 개발이 활성화되면 호텔 부문에 대한 수요는 견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로 외자유치(외국투자자, 외국 개발사업자)를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호텔 개발 시 서울시는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하고, 건설

과 운영은 모두 민간 부문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또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컨벤션센터를 호텔과 함께 딜 스트럭쳐(Deal 

Structure)를 구성하여 동시에 개발을 추진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17. 3 도심 위락시설(UEC) 

 쇼핑과 오락, 레저가 한 단지 내에 구성된 UEC(Urban Entertainment Center)는 

신개념 형태의 쇼핑문화공간으로 지역상권을 흡수하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수익성이 높은 복합지원 시설임. 

 DMC가 위치한 서울 서북권에는 현재 대규모의 UEC 시설이 없는 실정이며, 타 

지역의 기존 UEC가 지하철에서 직접 연계되는 편리한 대중교통과 젊은 층이 많

이 모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DMC도 UEC 시설 도입 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하여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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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1 UEC의 수요 및 공급 분석 

 DMC 대상지 내에 입지하게 될 UEC에는 IT, M&E 관련 제품위주의 종합가전 양

판점과 창고형 할인매장이 레저위락시설과 함께 세부시설을 구성하며, DMC 주거

인구와 인근 상권에 기초한 수요추정 결과 DMC UEC 공급면적은 대략 연면적 

8,000평 정도가 요구되나 이미 계획된 월드컵 경기장 내의 UEC 기능을 고려할 

때 연면적 5,000평 규모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17. 3. 2 사업 추진 방향 

 UEC 개발방향은 현재 UEC의 개발 추세와 미래의 방향성을 반영하되, DMC의 성

격을 부각시킨 첨단 디지털 기술의 상징성을 내세운 전략을 수립해야 함.  

 UEC의 성공은 지명도 높은 테넌트의 유치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며, 따라서 핵

심 점포별 주요 테넌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출입 동선을 적절히 활용하여 

테넌트 결합(Tenant Mix)을 검토해야 함. 

 또한 DMC의 상징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되고 전문화된 컨셉트의 설정

이 필요하며, 전자 정보 등의 IT 매체와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집객시설을 구상

하여 쇼핑센터와 부대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음. 

 특히 인근의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소니플라자와 같은 기

업홍보형 수익성 엔터테인먼트 시설, 시애틀의 Game Works · 요코하마의 Joy 

Polis · 레고랜드와 같은 흥미유발형 엔터테인먼트 시설, 하드록 카페 · 패션카페 · 

플래닛 홀리우드와 같은 복합주제형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유치가 필요함. 

 

17. 3. 3 투자재원 조달 및 사업주체 

 DMC 내의 UEC 및 상업시설들은 DMC 내 핵심시설들의 입주시기와 거의 동시에 

개발이 추진될 것이나, 이들의 성공 여부는 UEC 내에 입주하는 선도 테넌트에 의

해 좌우되므로 UEC 부문은 사전에 선도 테넌트의 투자 의향을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따라서 UEC 초기 마케팅 활동 단계에서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의

향 선도 테넌트들의 관심 표명이 명확해지는 단계에서 분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사업주체는 전적으로 민간부문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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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업무 지원 기능 

 

18. 1 비즈니스 지원 기능 개요 

 

18. 1. 1 지원 필요성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DMC의 원스탑 서비스는 투자가와 입주기업에게 투자 및 

비즈니스 운용의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기업의 정보 탐색비용을 

절감시키고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감면 혜택과 함께 총 투자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킴.  

 

18. 1. 2 지원의 범위 

 좁은 의미에서 업무지원기능은 입주기업에게 투자 및 비즈니스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합작파트너 알선, 인허가 및 회사설립 지원 등 이른바 원스탑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업무지원 활동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인센티브 제도의 결정 및 실행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활동 과정에

서 습득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지원서비스의 전문화 및 통합화를 위한 유

관기관 간 조정자 역할까지 포함하는 모든 활동임. 

 

18. 1. 3 지원 주요 내용 

 투자절차 지원  

국내외 투자가가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에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며, 

법인설립, 시설건설, 고용 등 투자실행에 있어서의 제반 행정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외

국인파견 근무자의 비자 · 부동산취득 등 DMC 내 정착에 관한 지원과 거주환경 지원서

비스 등을 포함함. 

 사후관리 서비스  

투자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로 투자 후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

요한 법적 · 제도적 지원 기능이며, 

투자한 기업의 영업 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 차원의 성격뿐만 아니

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추가투자 유도 및 잠재 투자가에 대한 투자유인 등 투자창출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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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DMC의 비즈니스 지원 기능 

 

18. 2. 1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 

 DMC내에 원스탑 서비스 제공 기관인「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투자절차 

지원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서울시의 DMC 추진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되, DMC 단지 운영 회사가 설립되면 

회사 산하로 편재시켜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함.  

 

18. 2. 2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조직 및 기능 

 투자 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업무를 기능 별로 분류하여 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등 자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비즈니스 지원 업무가 원활히 수

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 

센터 운영팀 :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각 팀에서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함. 

투자 상담팀 : 국내와 외국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투자상담과 투자절차 실행을 지원함. 

정보 서비스팀 : 법률 · 회계 · 세무 등의 자문서비스와 각 부분별 동향 및 투자정보를 

수집 · 가공 · 분석하여 투자자와 입주기업에게 제공함. 

홍보 · 마케팅 서비스팀 : DMC 투자 · 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입주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함. 

사후관리 서비스팀 :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와 투자환경 개선 등을 담당. 

 

[ 그림 1 9 ]  D MC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조직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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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단지개발전략 

 

19. 단지개발방향 

 

19. 1 단지개발방향 설정 

 DMC 단지개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지조성

에 필요한 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각각의 개발과제로부터 개발방향을 도출함. 

 

[ 표 9 ]  개발과제 및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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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과제 개발방향 

정보도시로서의  

D MC  이미지 창

출 

 첨단 도시기능과 시설물 계획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단지 이미지 조성 

 단지 내 용도지구별로 특성화된 개발을 유도하며, 지구별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는 동시에 통일된 단지 이미지 조성 

 첨단 정보통신산업 중에서도 M&E를 위주로 하는 특화된 산업 · 업무 · 연구 

중심의 복합단지 조성 

유치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및 합

리적인 도시기능배

치 

 DMC내 주요 유치시설 간의 기능적 연계성, 상호보완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 · 

관련 기능을 집적화함으로써 도입기능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및 개별시설의 효

율성 확보 

 단지 내 주요 유치시설이 효율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 및 획지계획을 수

립하고, 용도 지구별 · 시설 기능별로 적정한 밀도계획을 수립하여 단지특성에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형성 및 경제성 확보 

 건축물 건축 시 가장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토지형태 및 도로 

체계의 도출 

공공 개발부분과  

민간 개발부분간의 

조화 유도 

 DMC내 다양한 개발주체와 개발형태 중 공공시설과 민간 개발시설 간의 기능

적 결합 및 집적화를 통하여 최적의 개발효과를 창출 

 DMC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연계개발 및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환경친화적인 단지

조성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등 환경 친화공간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 입지적 특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계획 수립 

 공공부분에 있어서 DMC 단지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고 각 용도지구별 

특성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공원 · 녹지공간을 조성 

 민간부분의 개발 시 충분한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쾌적한 업무환경

을 창출하며, 공공부분의 공원 · 녹지 등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 

경제적인 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토지매각을 원활케 하고 DMC입주자에게는 최적의 개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획지분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DMC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지개

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조기실현 

 

 

19. 2 도입기능 설정 

 

19. 2. 1 DMC의 도입기능 설정 

 국제적 정보도시조성이라는 DMC 개발목표의 조기실현과 DMC 입주자에게 최적

의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도시기능을 단지 내에 도입함. 

 DMC의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입주기업들의 국제교류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업무 및 교류기능’ 

 DMC 개발목표의 핵심인 첨단 정보미디어 기업의 산업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첨단산업업무기능’ 및 ‘연구개발기능’ 

 DMC가 미래형 정보도시로서의 한 모델이 되도록 하는 ‘정보통신인프라기능’ 및 

‘정보제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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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C 내 첨단산업업무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양성 및 복합지

원기능’ 

 DMC가 하나의 도시로서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주거기능’, 

‘일반업무 · 상업기능’ , ‘레져위락기능’ 

 

19. 2. 2 주요 도입기능의 역할 및 개발방향 설정 

 국제업무 및 국제교류지원기능 

 DMC 내 입주기업들의 국제교류 및 국제업무를 지원하고 정보적인 측면과 기술

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울지역 및 

수도권 내 정보미디어 기업의 전시교류 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DMC가 국제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국제전시 · 컨벤션 시설을 마련함. 

 첨단 산업 · 업무기능 

 DMC 유치업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환경 및 지원시설을 구비하고, 이를 기업

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체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

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입주기업에게 최적의 사업환경을 제공함. 

 DMC를 정보미디어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외국 경쟁 IT단지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뿐 아니라, 관련 대기업과 벤처기업에 생산활동의 장을 제공함. 

 연구 · 개발기능 

 DMC 내 국책 또는 민간연구소를 유치하여 입주기업과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들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연구결과의 신속한 

상품화가 이루어져 산학연 협력체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 인프라기능 

 최첨단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DMC의 정보화 · 지역정보화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집적을 유도함.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IDC 서비스, EC Hosting 서비스, E-mail · Web 

Hosting 서비스, Digital PBX, IC Card 출입통제시스템 서비스 등을 입주자 · 입주기업

에 제공하며,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교육훈련 및 복합지원기능 

 DMC의 주요 전략산업 및 관련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들이 필요로 하

는 고급기술 ·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기업활동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업무지원 등의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소자본 창업회사들을 

위한 각종 지원시스템과 재교육시스템을 단지 내에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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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기능 

 DMC와 관련된 모든 도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센터를 운

영하여 단지 내 입주자 · 입주기업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며, 해외 첨단산업단지와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함. 

 일반업무 · 상업 · 주거기능  

 일반업무 : DMC 내 중점유치업종의 업무활동을 촉진하는데 긴요한 부동산 · 회

계 · 법률 · 건축 · 광고 · 홍보 등의 생산자서비스는 물론 금융서비스 및 각종 지원기능

을 유치함으로써 DMC 입주자와 입주기업의 업무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모든 기능을 상호 연결시키고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함. 

 일반상업 : DMC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함은 물론 입주자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상업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관

광편익기능 제공 및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배후지원기능을 함. 

 주거단지 : DMC가 업무와 주거가 복합된 자족적인 생활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단지 내 종사인력을 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며, 주거형태는 도심형 주상복합형태로 

개발하여 DMC의 단지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함. 

 레져 · 위락기능 

 DMC는 기본적으로 밀레니엄 공원 등 휴식시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시

민공원을 레저단지로 개발하고, 게임시뮬레이션센터 및 멀티미디어테마파크 등을 유치

한 도시엔터테인먼트센터(UEC)를 개발하여 첨단정보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부수적으로 관광유치효과도 도모함. 

[ 표 1 0 ]  도입 기능별 시설 

도입기능 주요 도입시설 시설 개요 

국제업무 및  

교류 

컨벤션센터 

 전시 및 국제회의시설: 무역/산업 전시관 (기획 및 상설

전시관), 국제회의장 (대/중/소) 

 컨벤션센터: 전시·이벤트업무지원,컨벤션서비스(통역·번역

·렌탈),프레스센터,관련기업 오피스 등 

 공항터미널: 여행사, 면세점, 교통환승시스템 및 부대기능 

특급 · 장기투숙자 호텔  2개동 규모, 연회 및 부대시설 

첨단업무·  

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 위주의 업무 및 지원기능 

대기업형 본사  정보통신산업관련 대기업의 업무 및 지원기능 

M&E, S/W관련 제작생산기지  정보미디어기업 제작 및 업무시설 

M&E 컨텐츠 제작스튜디오  AV스튜디오, 촬영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 

정보통신 단지관리센터  단 지내 빌딩통합운영센터, 통합공급처리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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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능 주요 도입시설 시설 개요 

인프라 

인터넷데이터센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IDC/부대 서비스 제공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위성통신기지국 운영 

 정보통신시스템 통합관리센터 

미디어프로덕션센터  정보자료실, 디지털 시사실, 시험제작실, 영상편집실  

교육훈련 및  

복합지원 

창업지원센터 
 벤처기업 위주의 창업·업무활동 지원 

 벤처캐피탈사 입주 

IT교육센터  정보통신산업관련 인력양성 및 재교육시설 

정보제공 

도시정보관리센터 

 DMC단지정보관리센터 (단지 Homepage구축 및 운영) 

 한강정보센터, 난지도 생태정보센터 

 산업(투자)정보센터, 해외단지 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도서관 

(전자도서관) 

 인쇄매체자료열람실, On-line 자료열람실, 시청각실, 문

화센터, 주민공동시설 등 

디지털 통일관  북한정보센터, 통일홍보관 등 

연구· 개발 
연구소  해외기업/대학 연구소, 국내기업/대학 연구소, 국책연구소 

산학연센터  산학연 합동의 연구기능지원, 산학연 협력 인재양성 

일반상업·  

업무 

일반업무 

 생산자서비스 : 부동산, 회계, 법률, 건축, 컨설팅, 광고  

 금융기관 및 관련 오피스 : 증권, 투신, 금고 등 

 지원서비스 : 오피스텔, 임대오피스, 편익시설 등 

일반상업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 및 DMC내 주요지점 

 쇼핑센터, 음식백화점, 소매상 (Retail), 관광상품점,  

 편익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 주거기능  주상복합아파트, 소매상 (Retail), 주민공동시설 

레져· 위락 
도시엔터테인먼트 

센터 (UEC) 

 IT, M&E관련 제품위주의 종합가전양판점 

 게임센터 (Game & Simulation Center): 게임 소프트웨

어 전시·판매·실연기능, 가상체험 

 M&E 테마파크 (Theme Park) : M&E제품 전시·판매·시

연기능, 에니메이션 캐릭터관, 미디어플라자 

 전문쇼핑몰, 푸드코트 (Food Court), 시네플렉스 

 휘트니스 센터 (Fitness Center) 

20. 토지이용계획 

 

20. 1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계획대상지의 주변에서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색상세계획 

등의 개발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DMC가 개별 계획의 차원이 아닌 상암 신도

시 전체 차원에서 기능적 · 공간적 · 정책적 연계가 가능토록 계획함. 

 단지 내 도입기능을 담아낼 공간계획에 대한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구성하고 이러

한 공간개발의 시나리오가 계획대상지의 물리적 상황과 적합하게 맞물릴 수 있도

록 계획의 융통성을 최대한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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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새천년신도시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과 공원, 광장, 보행자도로, 입체교차로, 

신교통수단 등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단지 전체가 일체화된 공간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 동시에 환경친화형 첨단정보단지로 조성함. 

 

20. 2 블록별 계획의 주요개념 설정 

 블록 A: 교육 및 연구단지 

 자동차 접근이 가장 유리하나 상업적 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부지의 입지 성격을 

고려하여 간선도로변의 시설녹지와 연계하여 근린공원을 계획함으로써 토지의 가치 및 

단지환경을 높이고 단지형의 전략적 유치기능을 수용함. 

 

[ 그림 2 0 ]  블록 분할도 

 블록 B: 첨단업무지역 

 중앙의 공원을 중심으로 첨단업무, 일반상업 및 업무시설, 배후의 주상복합단지

를 클러스터링화 함으로써 자체완결형 첨단업무단지로 특화함. 

 블록 C: 단지 조기활성화 지역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개발을 주도할 단지 조기활성화 지역으로 중앙공원을 중

심으로 간선도로변에 첨단업무, 중앙공원 주변에 IT교육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IDC, 산

학연, 미디어 프로덕션 센터를 배치하고 토지매각이 양호한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토지가

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블록 후면에 계획함. 

 블록 D: 국제업무 및 중심상업지역 

 국제업무와 중심상업용도의 고층 복합시설을 계획함으로써 DMC 단지의 중앙핵

으로 조성하며, 블록 중앙에는 수색복합역사에서 난지천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도로

를 조성하여 단지의 상징적 녹지축을 형성함. 

 블록 E: 첨단업무지역(특수기능 유치지역) 

 중앙의 보행자 도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필지를 조성하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유치기능이 배치되도록 계획하며, 남북단과 중심부에는 보행자 도로와 광장을 계획

하여 좌우의 인접기능과 연결구조를 갖도록 계획함. 

A B
C D

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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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F: 국제교류지역 

 단지 내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블록으로 컨벤션센터, DMC 홍보관과 호텔

을  단지형으로 개발하며 꿈의과학관 부지로 해외 연구시설이 배치될 경우 첨단업무시

설로 대체 ·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상의 융통성을 부여함. 

 블록 G: 생산기지형 지역 

 업무공간을 보조할 생산기지형 지역으로 도시형 공장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경

의선 복선화 작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용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획함. 

 블록 H: 공공시설지역 

 인접 주거환경개선지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공청사 및 주차장, 그리고 종교

용 부지로 계획함.  

 블록 I: 역세권 개발지역 

 DMC 개발과 관련하여 지하철 6호선 수색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업무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일반상업 및 업무지역으로 계획하며 향후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일부를 

수용하여 DMC 단지의 블록D와 공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함. 

[ 그림 2 1 ]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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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 가구 및 획지계획 

 

20. 3. 1 가구 및 획지계획의 기본방향 

 도입기능별 필지를 단위필지로 계획하여 향후 토지분양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필지 규모는 도로의 성격 및 위계를 중심으로 우선 계획하고 중심간선도로변 필지

는 대형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구를 일분할하고 필지규모를 대형화함. 

 간선도로 이면블록의 경우 공원계획을 통해 주변부 토지가치를 제고하고, 필지규

모를 대형화하여 중소규모의 난개발을 지양, 첨단업무형 대형개발로 유도함. 

 단지 내 도입기능의 성격에 따라 필지규모를 소 · 중 · 대 · 초대형으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일반 · 첨단업무, 단지형 시설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계획함. 

 첨단업무시설 필지는 분양시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배치계획의 조정이 가능토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토지이용 · 교통 · 사업계획 등에 부합되는 동시에 획지별 교

환 · 분합이 가능토록 하여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상업 · 업무시설 필지는 획일적인 기준을 지양하고, 분양 및 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여건변화 및 실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도록 계획함. 

 

20. 3. 2 가구분할계획 

 블록 A의 경우 대학 및 연구시설 등의 단지형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5,000평 

규모 이상의 초대형 필지로 계획함. 

 블록 B와 C의 경우 간선도로변은 대형필지를 계획하고 블록내부는 남북간 도로축

에 의해 소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를 다시 이분할하여 필지를 계획함. 

 블록 B, C 후면 주상복합용 필지는 개발규모를 고려하여 초대형 필지로 계획함. 

 블록 D의 경우 국제업무 및 중심상업시설을 위해 필지를 대형화하고 시설이 복합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함 . 

 블록 E, F의 경우 중심 보행자도로를 경계로 대형필지를 일분할 계획하여 특수형 

첨단업무와 호텔, 컨벤션센터와 같은 대규모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필지 분할 모듈을 계획한 후 블록을 설정하고, 사

업규모에 따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토지의 분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진출

입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필지가 계획 도로에 1면 이상 접하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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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 3 획지계획 

 소형 필지 

 소형 상업 · 업무용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용품 및 선매품을 판매하는 근

린생활 시설과 보행자 전용도로 가로변 판매시설, 업무서비스 등의 소규모 사무실 수요

를 위한 획지임. 

 소규모 개발업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를 위한 업무서비스 기

능 수용을 위하여 250평 내외의 소형필지를 계획함. 

 중형 필지 

 간선도로변과 대상지 내 20m 이상의 도로변은 상업과 업무의 복합건물이 입지

되고 도시미관이 증진되며 도심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400~600평 규모의 중형 필지를 

배치함. 

 대형 필지 

 중심 상업지역, 블록의 가각지역은 도시의 주요 교차지역으로 지역의 식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형 필

지를 계획함. 

 역세권 주변에는 국제업무 · 교류시설 · 도시엔터텐인먼트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대형필지를 배치함. 

 

[ 그림 2 2 ]  가구 및 획지분할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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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개발밀도계획 

 

20. 4. 1 개발밀도계획시의 고려사항 

 DMC의 단지 개발밀도를 계획시 주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토지 및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 

 개발밀도에 의해 좌우되는 토지공급가격과 단지개발의 경제성 

 단지 내 건물의 스카이라인 및 이로 인해 형성되는 경관구성 

 

20. 4. 2 개발밀도계획의 접근방법 

 DMC의 단지 개발밀도를 계획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접근하였음 

 예측수요에 대응하는 밀도계획(A) 

 블록규모와 필지규모에 따라 배치 계획상 가능한 밀도계획(B) 

 단지경관 및 환경디자인의 측면에서 계획가의 의지에 따른 밀도계획(C) 

 

20. 4. 3 DMC 단지 밀도계획 

 초기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라 필지규모에 적용한 용적율로 계산한 단지 내 개발가

능밀도(A)가 도입기능에 따라 예측한 연면적규모(B)보다 크게 계산되어, A와 B의 

격차를 줄여서 수요에 대응하는 밀도와 계획상 가능한 밀도를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구체적으로 A의 규모를 줄여 A와 B의 밀도를 일치시키는 방안으로는  

 공공용지 및 도로의 확대를 통한 공급택지를 줄이는 방안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가의 의지에 따라 건축물 규모를 제약하는 방안 

 필지의 개발규모를 최소화하여 전체 연면적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최종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가급적 필지규모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밀도를 계획하

여 단위필지별 개발밀도는 최대화하고 공공용지(시설녹지/공원/보행자도로)를 확

대공급하여 전체 공급택지면적을 줄여서 단지전체의 공급면적을 축소조정 하는 방

안을 선택하여 토지이용계획안을 수정함. 

 이 경우 필지별 용적율은 높아져서 택지분양의 사업성은 좋아지고 단지 전체로는 

공공용지의 확대로 환경이 개선되는 장점이 예측되나, 단지개발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져서 오히려 분양율의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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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4 각 블록별 적용 용적율 

 블록 A : 단지형 시설이 계획된 블록 내 대규모 필지는 비행안전 고도제한으로 

300%의 용적율을 적용하고 협회 및 센터기능을 유치하는 첨단업무시설 필지의 

경우에는 400%의 용적율을 적용함. 

 블록 B와 C : 간선도로변 첨단업무용 필지와 중앙공원 주변 필지는 필지규모에 따

른 건축행위를 고려하여 600%의 용적율을 적용하고 블록 좌우의 필지는 400%, 

후면의 주상복합용 필지는 500%의 용적율을 적용함. 

 블록 D : 국제업무 및 중심상업지역의 초대형 필지는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000%의 용적율를 적용하고 간선도로변 첨단업무용지는 이와 연계하여 

800%의 용적율을 적용함. 

 블록 E : 간선도로변 첨단업무용지는 800% 용적율을 적용하여 간선도로변 좌우 

경관의 조화를 유도하고, 블록내부의 첨단업무용지는 600%를 적용함. 

 블록 F : 국제화 지역의 호텔 및 컨벤션센터 필지는 소요규모에 따라 300%의 용

적율을 적용하고 해외연구개발 시설필지 또한 300%의 용적율을 적용하였으나, 향

후 단지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초고층 건물의 개발이 필요할 경

우 등 기능배치 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 적용 용적율의 조정이 가능함. 
 

[ 그림 2 3 ]  단지 조감도 

[ 표 1 1 ]  용도별 밀도계획                      ( 단위 :  

㎡ ,  평,  %,  층)  

기능 유치시설 대지면적 용적율 산정 연면적 
예상층

수 

                        

지정 

유치 

기능 

국제교류 

및 홍보 

컨벤션센타/DMC홍보관 

단지관리센타 
9,766 2,954 300 29,298 8,863 3층 

첨단업무 

지원 

선도 프로

젝트 

선도프로젝트 1 

IDC / 산학연센터 
8,461 2,559 400 33,844 10,238 8층 

선도프로젝트 2 

미디어 프로덕션센터 
8,416 2,546 400 33,664 10,183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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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프로젝트 3 

IT 교육센타 
6,204 1,877 600 37,224 11,260 15층 

선도프로젝트 4 

창업지원센터 
6,204 1,877 600 37,224 11,260 15층 

선도프로젝트 5 

해외연구개발시설 
10,208 3,088 300 30,624 9,264 6층 

선도프로젝트 소계 39,493 (11,947) - 172,580 (52,205) - 

소 계 49,259 (14,901) - 201,878 (61,068) - 

오픈 

유치 

기능 

첨단업무 

첨단업무(A블록) 16,633 5,031 400 66,532 20,126 10층 

첨단업무(B블록) 26,340 7,968 600 158,040 47,807 20층 

첨단업무(C블록) 12,714 3,846 600 76,284 23,076 20층 

첨단업무(D블록) 9,305 2,815 800 74,440 22,518 25층 

첨단업무(E블록) 
18,399 5,566 600 110,394 33,394 15층 

17,743 5,367 800 141,944 42,938 25층 

첨단업무 소계 101,134 (30,593) - 627,634 (189,858) - 

호 텔 

주상복합(B블록) 

주상복합(C블록) 

교육연구시설 

도시형공장(유보지) 

9,639 2,916 300 28,917 8,747 15층 

12,284 3,716 500 61,420 18,579 15층 

18,945 5,731 500 94,725 28,654 15층 

33,875 10,247 300 101,625 30,741 5층 

17,908 5,417 150 26,862 8,126 3층 

소 계 193,785 (58,620) - 941,183 (284,707) - 

일반 

지원 

기능 

국제업무·중심상업(UEC) 

일반상업·업무(B블록) 

일반상업·업무(지하철수색역부지) 

종교시설 

25,533 7,724 1,000 255,330 77,237 35층 

19,747 5,973 400 78,988 23,894 8층 

28,831 8,721 600 172,986 52,328 15층 

1,550 469 300 4,650 1,407 2층 

소 계 75,661 (22,887) - 511,954 (154,865) - 

공공 

시설 

공공청사 

공공시설용지 

1,592 482 100 1,592 482 - 

244,995 74,111 - - - - 

소 계 246,587(74,592) - 1,592(482) - 

 공급택지 소계 565,292 (171,000) - 1,656,607 (501,121) - 

특별 

지원 
꿈의과학관 39,670 (12,000) 125 49,587 (15,000) - 

총 계 604,962 (183,000) - 1,706,437 (516,195) - 

20. 5 경관계획 

 대상부지에 적용되는 비행 안전 고도제한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되 수색복

합역사와 인접한 부지에 단지 주경관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간선도로변에 첨

단업무형 건물을 고층화하여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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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의 남북축 경관의 경우 수색복합역사와 인접한 블록 D가 25-35층 규모의 중

심경관을 형성하고 블록 E와 F가 15층 규모의 경관을 형성하여 수색역으로부터 

난지천공원을 낮아지는 경관구조를 형성함. 

 간선도로변 첨단업무용지의 경우 600%의 용적율을 적용한 20층 규모의 건축물이 

설치되도록 계획하되, 가급적 30%정도의 낮은 건폐율을 적용하여 도로와 블록내

부 상호간의 가시성과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함 

 단지의 동서축 경관의 경우 간선도로변 첨단업무용지를 위주로 20층 규모의 통일

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각 블록 내에서는 중앙이 높고 주변으로 가면서 낮아지

는 경관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블록 B와 C의 공원 주변부 필지의 경우 공원과 개별 필지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저층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용적율 600%, 건폐율 40%를 적용하여 15

층 규모의 경관을 유도함. 

 적용 용적율 400%의 업무용 필지의 경우 건폐율을 50%내외로 상향 조정하여 8-

10층 규모의 경관을 유도함. 

 

20. 6 공원 및 녹지계획 

 보행자도로 및 공원을 적극 도입하여 입주자를 위한 레크레이션 및 휴식 공간제공

을 제공하고 보행자 친화환경을 조성함. 

 상암 새천년 신도시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의 노선 확보, 인접주거단지와의 완충

공간 확보를 위해 주 간선도로변에 시설녹지를 계획함. 

 이렇게 계획된 공원 및 녹지공간은 단지내의 다양한 용도의 토지들과 사람들, 도

로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서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람들을 교통시설물로부

터 안전하게 분리해줄 것임. 

 또한 계획된 공원 및 녹지의 하부공간은 장차 증가할 교통량에 대비한 공용주차장

의 설치, 단지 내 기반시설의 시스템 및 수요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20. 7 단계별 개발계획 

 DMC 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진행과정을 효과적으

로 유도하고, 물리적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단계별 개발 게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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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의 1단계는 단지 이미지 조성 및 성장거점지역을 확보하는 단계로, 사업대상

지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중심축을 형성함으로써 나머지 개발단계 진행시 최대

한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시장변화에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함. 

 개발의 2단계는 단지 형성 및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서, 상업 및 복합용도지역에 

개발사업자와 대기업형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단기적으로 단지의 핵심적인 이미지

를 조성하고, 벤처기업과 전문화된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공간적, 물적, 정보적 네

트워크를 형성하며 연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과 서비스 기업들과 공간적으

로 복합지구를 형성함. 

 개발의 3단계 단지 확장 및 재도약 단계로, 급변하는 외부 변화에 대응하고 끊임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결형 개발방식보다는 진행형 개발방식을 취하고 

용도변경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업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그림 2 4 ]  단계별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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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마케팅 전략 

 

21. 마케팅 기본 전략 

 

21. 1 마케팅 전략의 목적 

 마케팅 전략의 목적은 DMC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호 이익에 대한 합의 도

출 및 다양한 이해 관계의 정립을 통한 보편 타당한 목표의 설정과 성취이며, 궁

극적으로는 DMC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입주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임. 

 

21. 2 파트너쉽(Partnership) 설정 전략 

 

21. 2. 1 DMC 의 전략적 방향 설정 

 DMC의 포지셔닝(Positioning) : DMC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최초 

입주 기업들과의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핵심입주기업 입

장에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함. 

 DMC의 목표 입주기업군 : DMC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의 세계적인 해외기업

을 유치하는 동시에 이들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유도하여 목표 

입주기업군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1. 2. 2 DMC에의 입주형태 분석 

 입주형태는 크게 투자를 포함하는 강한 형태의 결합과 일반적인 입주의 두가지 형

태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입주는 다시 그 기능과 역할별로 구분이 가능함. 

 이해관계자간 고려조건을 살펴보면 잠재 입주기업은 소매, 하도급기지, 배급기지,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목적으로 지사를 설립할 유인이 많은 반면, DMC 

입장에서는 투자 혹은 컨텐츠 개발 영역 등의 유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해관계자의 필요와 현실성을 고려할 때 DMC 개발 초기단계의 목표 입주형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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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5 ]  파트너 관계의 상승 

 

 초기단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위험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에 기초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로의 상승을 추구

해야 함. 

 

 

22. 인센티브 제공 전략 

 

22. 1 기본 방향 

 DMC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종류를 단지조성 인센티브와 세제 및 금융 인

센티브로 구분하여 전개함. 

 먼저 단지 조성 인센티브는 경쟁단지와의 장 · 단점 분석을 통해 DMC에의 시사

점을 도출하고, DMC가 타 단지에 비해 지니고 있는 우위성 및 차별성에 대해 전

략적으로 접근하며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 수립에 있어서는, DMC와의 경쟁이 예상되는 각 국의 첨단

산업단지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DMC가 기업유치에 있어 전개해야 

할 인센티브의 내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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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2 DMC 단지 조성 인센티브 

 입지적 우위성 : 다양한 기능 및 시설들이 위치한 한국 최고의 시장이자 세계적 

접근 용이지역인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함.  

 환경 친화적 정보단지 : 업무, 주거, 휴식, 위락시설 및 자연환경이 복합화 된 “살

며 일하고 즐기는 커뮤니티 단지”로서 환경 친화적 정보단지를 지향함.  

 유연적 단지 조성 : 전문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상호보완적 협력 체계가 가능한 능

동적 업무 공간의 제공 및 레저 · 국제업무 · 상업시설의 유치를 통해 업무와 복합

지원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유연적 단지 조성을 지향함. 

 집적화의 효과 : M&E, 소프트웨어 및 관련 IT 서비스 산업 기업들이 기술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집적함으로서 활발한 지식의 공유 및 시장경쟁이 가능함.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

하며, 타 첨단산업단지와의 정보 교류 및 사이버 마케팅이 가능함. 

 전문인력의 능동적 공급 :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운영함으로써, 단지 성공의 필요 

요소이자 단지 지속성의 관건인 전문 인력을 능동적으로 공급함. 

 

22. 3 경쟁 국가 및 경쟁 단지의 세제·금융 인센티브 사례 

 

22. 3. 1 경쟁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분석 

 투자환경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각국의 국제 자본거래 및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는 대체

로 국제적 관례에 의해 서로 유사한 상황이며, 

 일본, 싱가포르 등 경제 선진국들은 내국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반해, 중국,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가들은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을 정도로 외

국인에게 다양한 토지공급 인센티브와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금융지원 제도 

 일본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금융지원 항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기본적으로 

금리가 매우 낮아 금융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대만과 중국,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에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제한적으로만 금융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음. 

 조세지원 제도 

 조세지원 상황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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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아에 비해 법인세 감면기간이 짧고, R&D 투자비 등 특정비용에 대한 파

격적인 감세 제도가 없어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부족함. 

 

22. 3. 2 해외경쟁 단지 및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사례 

 해외단지에서 외국인투자 시 제공하는 세제 · 금융 상의 인센티브로 말레이시아 

MSC, 싱가포르 IT2000, 대만 신죽과학산업단지, 일본 고베시 국제멀티미디어문

화도시, 뉴욕 인포메이션 테크놀리지 센터(NYITC), 일본 기후현 소프트피아를 분

석함.  

 세제 인센티브 : MSC의 경우 10년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있으므로, DMC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관련조례를 재검

토 하거나 DMC 특별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임. 

 금융 인센티브 : DMC도 경쟁단지와 같이 해외 또는 국내의 입주기업을 대상으

로 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뉴욕의 NYITC(New York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의 경우와 같이 낮은 임대료 설정전략도 주요

할 것임. 

 기타 인센티브 : 해외 전문인력의 고용을 위해 출입국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해외송금 등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일본 기타큐슈시의 경우 기업유치 시 인센티브로서 ‘기업입지 촉진 보조금 교부제

도’, ‘기업입지 촉진 고용 장려금 교부 제도’, ‘기업입지 촉진 자금 융자제도’, ‘공동

대산 대책특별교부금 교부제도’를 제공하며, 이는 국내기업 유치 정책 수립 시 참

조할 필요가 있음.  

 

22. 3. 3 국내 유사단지의 인센티브  

 춘천시「하이테크 벤처타운」과 인천직할시의「미디어밸리」가 제공하는 세제 · 

금융 상의 인센티브를 분석한 결과, 특히 금융 지원 측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파격적 부지매각과 함께 강력한 산학연체계의 구

축을 통한 연구 개발 및 인력 공급 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됨.  

 

22. 4 현행 법상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방안  

 

22. 4. 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DMC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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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DMC는 우선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되어야 함. 

 관계 법령과 서울시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외국인투자지

원조례 상의 제공가능 인센티브로서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부담금 면제, 보

조금 지원 등이 있음.  

 지자체의 외국인 임대용 토지취득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해 국가의 재

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용지매입비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지원 자

금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외투법과 시 조례에 의한 조세감면 등의 혜택 

이외에도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지원이 가능함. 

 

22. 4.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세금융 인센티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관련 법령도 DMC 입주기업에 적용 가능한 인센티

브에 포함될 수 있음. 

 경영 안정을 위해 가장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세부담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

은 특별세액감면 제도이며, 설비투자지원을 위해서는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기술 · 인력 개발지원을 위해서는 기술 · 인력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15%를 2003년 말까지 15% 세액공제하고 있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에 대

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해주며, 3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이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매우 다양한 편이며, 크게 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

자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에 의해 지급되고 있

음. 

 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벤처캐피탈에 의한 간접금융 지원, 창업보육센터와 

벤처집적시설에 의한 입지지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및 면제제도 등이 있음.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및 보증 지원으로, 초기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한 융자

위주가 1999년부터는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

공펀드를 투자하는 간접금융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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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인센티브로는 창업 보육센터에 대한 지원과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됨.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인센티브로는 창업 중소기업 조세감면혜택과 더불어, 

국세에서 소득세 · 법인세 감면 및 인지세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지고 있음. 

 아울러, 벤처캐피탈 관련 조세지원,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엔젤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등

이 있음. 

 

22. 5 DMC 인센티브 강화방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의 지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 

과제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기반 확립, 인센티브 다양화, 서울특별시의 

특별조례 제정 등 세가지 방향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22. 5. 1 인센티브 제공 내역 강화 

 법적 기반 확립 :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특히 지방재정법이나 

시조례에서 마련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도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전제로 마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DMC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의 지정은 선결 요건임. 

 인센티브 다양화 : 현행 국내 법규 검토 결과, 해외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

티브 강화가 필수적이며, DMC도 시설자금의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국내기업을 유치하여 해외 선도기업 유치와의 

보조를 맞추고 합리적인 국내외 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 함. 

 

22. 5. 2 「DMC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례」 제정 

 DMC 건설에 소요될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핵심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

브와 일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구분하여 정리 · 보완하며, 

DMC 개발 및 입주 완료 후 효과적인 관리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서 별도 조례의 

제정이 긴요함. 

 금융지원 인센티브 보완 : 핵심 입주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보조금, 장기저리 

융자, 채무보증 지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이 있음. 

 조세지원 인센티브 보완 : 현재 단계에서 DMC는 택지개발촉진법 적용 대상이

라는 것과 서울시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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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으며,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도입이 필요한 제도로는 지방세 면

제기간의 확대 등이 있음. 

 

 

23. 기업 유치 전략 

 

23. 1 기업 유치전략 기본 방향  

 효과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현행 국내 법규상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며 필요 시 법규 개정 및  특별조례를 제정하고, 유연하고 신축적인 인센티

브 제공을 통한 핵심기업 조기 유치와 전문성을 갖춘 기업유치 추진체계의 설정이 

필요함.   

 

23. 2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표 1 2 ]   기업유치 제도적 보완사항 

구분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제도

의 선진화 

 통신법 등에 대한 지분제한율 철폐 · 완화 

 외투법과 개별 특별법간의 특혜 및 제한 내용 일치화 

 외국투자가의 국내기업 M&A 장려 

매력적인  

투자환경의 조성 

 조세  금융  토지공급 인센티브의 통합 패키지 화 

 조세 위주 인센티브에서 벗어나 금융지원 등 강화 

 개별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 제공 

 초기 입주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마케팅팀에 협상권한 부여 

행정서비스의  

개선 

 개별 프로젝트 매니저 지정 등으로 실질적인 원스탑서비스 제공 

 지자체 차원에서 설정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 

 인센티브 제공 기술의 범주를 기술 개발 자체가 목적인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기술로 인정하여 실제 사업 현황과 일치 

무형적인  

지원 시스템 구

축 

 잠재 유치기업의 신뢰확보를 위한 중립성 확보 

 DMC 운영체계의 투명성 확보 

 규제자유지역 이미지 메이킹 

유인 프로젝트  

관리 

 DMC 전략 산업분야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선도기술 부문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보조 

 

23. 3 앵커기업 유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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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1 앵커기업의 요건 및 유치 대상 선정 

 앵커기업의 요건 

 앵커기업은 DMC 이미지 제고가 가능한 기업이자 세계적 지명도의 선도기업으

로, 고도 기술 이전효과와 수입대체 및 산업연계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거나, 

단지 내 해당부분의 개발자 역할로 다른 기업의 입주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함. 

 유치 대상기업 선정 

 DMC의 앵커기업은 DMC의 유치 산업 및 업종을 영위하고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세계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특히 M&E 컨텐츠 제작 기업과 관련 소

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먼저 유치하되, 기술 및 파급 효과가 우수하여 다른 기업

의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23. 3. 2 앵커기업의 성공적 유치 전략 

 국가적 차원에서의 DMC 포지셔닝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재원의 확보와 앵커기업에 대한 경쟁력 있

고 차별화된 조세 및 금융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 제도적 · 행정

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차별화된 인센티브 패키지 구성 

 DMC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기초적인 과제에 더해 앵커기업에 대한 차별

화된 조세 · 금융 상의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파격적인 토지공급방안 마련, 초기 

입주에 대한 개발비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전담 관리 서비스 제공 

 DMC는 기존의 다른 산업단지 개발과 달리 해외 앵커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므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인 사전 마케팅을 통해 해외기업의 요구 사항

을 단지 개발과 인센티브 개발에 반영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유치 인센티브 제공부터 기업의 DMC 내 사업화 전과정에서 앵

커기업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전담매니저(Dedicated Manager)를 배치하여 앵

커기업과 일관된 지원 및 협의 체제를 유지시켜야 함. 

 

23. 3. 3 앵커기업 대상 리스트 

 

[ 표 1 3 ]  앵커기업 대상 리스트 

구 분 해외기업 국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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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CBS / Avnet / New York Times 외   KBS / MBC / SBS / 외  

게 임  Electronic Arts / Activision 외  NC소프트 / 엑토즈소프트 외  

영화·  

애니매이션 
 Walt Disney / Sony / MGM 외   우노필름 / 명필름 / 강제규 필름 외  

음 반  EMI / SONY Music 외   지구 / ㈜도레미 미디어 외 

디지털교육  McGraw-Hill / Kaplan / Unext 외  웅진닷컴 / 대교 / 에듀박스 외 

소프트웨어  Microsoft / Oracle 외  핸디 소프트 / 로터스 코리아 외   

I T  

S e r v i

c e  

 Lucent Technologies / 3com 외  한국통신 / 하나로통신 / 두루넷 외 

전자상거래  Ariba / ebreviate 외  시큐어 소프트 / 한국 오라클 외 

온라인광고  Omnicom Group 외  Diamond Ad / LG애드 외  

* 상세 리스트는 본보고서 참조 

 

 

24. 마케팅 실행 전략 

 

24. 1 마케팅 전략의 실행 

 사업 초기 단계에는 사업 추진주체인 서울시에 마케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마케

팅 컨설팅사를 주축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행전략을 수립하며, 이벤트 개최, 

상설관 운영, 미디어 홍보 등 오프라인(Off-line) 상의 마케팅 활동과 인터넷을 통

한 온라인(On-line) 상의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세부 체계를 확립해야 함. 

 DMC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단지 분양 단계에 들어가 민관합동법인의 설립 

등 단지를 운영하게 될 새로운 추진주체가 형성되면, 그 조직 산하로 마케팅 조직

을 편재시켜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진행되어야 함. 

 마케팅 활동의 실행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의 단계로 구성되며, 이러한 절차는 

모든 마케팅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함. 

 

[ 그림 2 6 ]  마케팅의 실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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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홍보 전략의 실행 

 오프라인 홍보 

 기존 매체, 이벤트, 홍보자료배포 등의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촉진전략을 실행하

여 DMC의 글로벌 이미지를 구축하며 효과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함. 

 이러한 오프라인 홍보에는 경제, 개발관련 잡지, 신문, 영상매체를 이용하는 것

과 DMC 지역 내 홍보관 설치, 공모, 세미나 등의 이벤트 주최, 홍보자료의 배포 

등이 있음.  

 온라인 홍보 

 온라인 매체에 대한 홍보를 통해 첨단산업기지를 지향하는 DMC의 이미지를 부

각하며,  

 온라인 홍보 방안에는 자체 웹사이트의 구축을 통해 DMC의 비전과 실현가능성

을 명확히 제시하고, 접속 횟수가 많은 관련 포털사이트에 홍보함으로써 기업을 

비롯한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하며, 관련 온라인 잡지 및 신문에 홍보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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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사업화 방안 

 

25. 사업 추진 주체 

 

1.1. DMC 사업 추진 주체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는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해외기업 유치활동의 용이성, 사업의 핵심 성공 요건 달성에 대한 적합성 등을 기

준으로 평가하여 DMC 개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 해야 함. 

 사업 추진 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참여 정도에 따라 크게 공영개발, 민간

개발, 합동개발로 구분할 수 있음. 

 

[ 표 1 4 ]  사업 추진 방식 비교  

추진 방식 세부 내용 및 장단점 

공영개발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방식  

 장점 : 공공부문이 개발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고, 체계적인 개

발이 가능하며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음.  

 단점 : 재원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 이윤동기의 부재로 인한 비효

율성, 환경변화에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할 수 있음.  

민간개발 

 민간기업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방식 

 장점 : 투자재원의 확보가 용이하고, 민간의 경영노하우 도입으로 효율적

인 사업추진이 가능함.  

 단점 : 체계적인 개발의 어려움, 개발이익의 민간독점 가능성, 수익 전망

이 불투명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음.  

합동개발 

( 제3 섹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상 별도의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장점 : 공공부문의 공신력,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의 장점과 민간부문의 

자금, 경영노하우, 전문인력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단점 : 공공과 민간의 업무 분담 불명확, 공공부문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

한 경영 효율성 저하, 책임소재의 모호, 사업추진의 주도권 경쟁, 의견 

상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1.2. 단계별 사업추진체계 

 DMC의 사업 추진 단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81 

[ 그림.  2 7 ]  D M C 의 사업 추진 단계 

 

 1 단계 : 단지조성 및 실행계획 수립단계 

 DMC 사업추진을 기획하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며, 사전마케팅(Pre-

Marketing)을 통해 마케팅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단지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단

계로, 서울시가 사업추진을 주도해야 하고 시장 직속으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전권을 위임할 수 있어야 추진력을 배가할 수 있음. 

 2 단계 : DMC 단지 분양 · 임대 및 시공 단계 

 본격적인 투자자와 기업 유치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서울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서울시는 관리와 감독 및 사업추진 환경을 지원

하는 형태로 역할을 조정하고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주도토록 추진할 

수 있음. 

 

[ 그림 2 8 ]  2 단계 사업추진체계( 민관합동 주도)  

 

 그러나 공공조직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지방단치단체장 선거 등 외부환경

에 영향을 많이 받고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따른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가 어려우며,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DMC 프로젝트를 당

초 목표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민관합동 개발 추진이 

적절할 것임. 

 3단계 : DMC 운영 · 관리 단계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입주기업을 확대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과 단지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 · 보수하는 단계로 

 서울시 주도의 공영개발의 경우 서울시가 출자하여 단지 관리회사를 설립 · 운

영하고, 민관합동개발의 경우 2단계의 민관합동 법인을 단지관리회사로 전환하

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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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토지 공급 방안 

 

1.3. 토지공급방안 수립의 목적 및 방안 

 토지공급방안의 수립은 DMC 개발에 따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최적의 공급방식과 

공급가격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DMC에 대한 조기 투자유치를 목표로 국내 법규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가능한 공급방안과 제도 변경을 통한 공급방안을 동시에 제시함. 

 

1.4. 관련법규 검토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도시계획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

한 DMC 적용 가능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전체용지에 대한 상기 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일부 용지에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함.  

 DMC의 개발 근거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국

내외 투자자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시설인 컨벤션센터, IDC, 산학연센터, 

첨단업무 시설용지 등에 대한 토지공급방법과 공급가격을 결정할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세부조항을 적용하여 해외투자자 

· 입주기업 및 국내기업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사

전 협의와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 

 

1.5. DMC 토지 공급 방안 

 앞에서의 법적 제한에 따른 공급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해외투자를 통한 DMC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다음 표와 같이 토지공급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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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5 ]  D MC  토지공급방안                                                

( 단위 :  ㎡ ,  평)  

용

지 

구

분 

시설 구분 면 적 공급 대상 공급 방법 공급 가격 

지

정 

유

치 

기

능 

 컨벤션센터 주1) 

 (DMC 홍보관) 

 (단지관리센터) 

 9,766  2,954  합작투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1,500)  (454)  서울시  수의계약  조성원가 

 (1,500)  (454)  서울시  수의계약  조성원가 

 IDC  4,258  1,288  해외,국내  수의계약  조성원가 

 산학연센터  4,203  1,271  합작투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미디어프러덕션센터  8,416  2,546  해외,국내  수의계약  조성원가 

 해외연구개발시설  10,208  3,088  해외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IT 교육센터  6,204  1,877  해외,국내  수의계약  조성원가 

 창업지원센터  6,204  1,877  합작투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오

픈 

유

치 

기

능 

 첨단업무시설 주2) 

 (101,134) 

 26,340  7,968  해외  수의계약  감정가격 

 45,447  13,748  국내 1 
 경쟁입찰/ 

 수의계약 

 낙찰가격/ 

 감정가격 

 12,714  3,846  국내 2 
 수의계약/ 

 경쟁입찰 

 감정가격/ 

 낙찰가격 

 16,633  5,031  국내 3  수의계약  조성원가 

 호텔  9,639  2,916  해외,국내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상복합  31,229  9,447  국내  경쟁입찰  낙찰가격 

 교육연구시설  33,875  10,247  국내  수의계약  감정가격 

 도시형 공장  17,908  5,417  국내  수의계약  감정가격 

일

반 

지

원 

기

능 

 국제업무 · 

중심상업 

 시설(UEC) 주3) 

 25,533  7,724  해외  경쟁입찰  낙찰가격 

 (8,511)  (2,575)  국내  경쟁입찰  낙찰가격 

 일반상업시설  9,869  2,985  국내  경쟁입찰  낙찰가격 

 일반업무시설  9,878  2,988  국내  경쟁입찰  낙찰가격 

 일반상업시설 

 (수색역 인근부지) 
 16,507  4,993  국내  경쟁입찰  낙찰가격 

 일반업무시설 

 (수색역 인근부지) 
 12,324  3,728  국내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1,550  469  국내  추첨  감정가격 

공

공 

기

능 

 공공청사 1,592 482  국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6,621 2,003  국내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급면적 합계  326,918  98,893  -  -  - 

* 주1 : 컨벤션센터 내 DMC 홍보관 및 단지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투자자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 설치할 경우를 상정하여 대지면적과 공급방안을 계획함.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 

84 

2 : 첨단업무시설 중 해외투자 20% 및 국내투자 80%로, 국내투자는 실수요 기업과 기관의 수요를 각

각 전체의 10%로 가정하며, 이후 국내 1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은 경쟁입찰 및 낙찰가격을 기준

으로, 국내 2는 수의계약 감정가격으로 함. 

3 : 국제업무 및 중심상업시설을 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구에 의하여 분리 개발할 경우

를 가정하여 대지면적과 공급방안을 계획함. 

* 토지공급방법 · 가격 및 시설별 면적배분은 개발과정에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정해야 함. 

 

 이와 같은 토지공급 방안을 토지공급방법 및 가격에 따른 공급방안과 투자유형에 

따른 공급방안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표 1 6 ]  토지공급방법 및 가격에 따른 공급면적                            ( 단위 :  

㎡ ,  평,  %)  

구 분 
공급 방안 

구 분 대상 면적 구성비 

공급방법 

 수의계약  158,321  47,892  48.4 

 경쟁입찰주)  168,597  51,001  51.6 

 합 계  326,918  98,893  100.0 

공급가격  

 조성원가(이하)   67,484  20,414  20.6 

 감정가격  90,837  27,478  27.8 

 낙찰가격  168,597  51,001  51.6 

 합 계  326,918  98,893  100.0 

* 주 : 종교시설은 추첨으로 공급하나, 경쟁입찰에 포함시켰음. 

 

[ 표 1 7 ]  투자유형에 따른 토지공급면적                                    ( 단위 :  

㎡ ,  평,  %)  

구 분 합작투자 
해외투자자

( 기업)  

국내투자자( 기

업)  
해외, 국내 합 계 

공급 면적 
 20,173 

 (6,102) 

 53,570 

 (16,205) 

 216,445 

 (65,474) 

 36,730 

 (11,111) 

 326,918 

 (98,893) 

구성비  6.2  16.4  66.2  11.2  100.0 

 

 

27. 토지 공급 가격 및 분양률 산정 

 

1.6. 토지 공급 가격  
 

 토지 공급가격 산정 

 DMC 대상지는 자족기능을 갖춘 하나의 독립된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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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업무 · 상업 · 주거 · 문화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조성되며, 이중 

주상복합, 업무시설, 일반상업, 근린상업지구에 대하여 조성원가, 사례비교, 수익

환원, 공시지가법을 각각 적용하여 토지공급 가격을 산정함. 

 

[ 표   1 8 ]  토지공급가격 산정                               

( 단위 :  만원/ 평)  

구 분 
조성 

원가법 

사례 

비교법 

공시 

지가법 

수익환원법 

용적율 용도지역 공급가 

주상복합용지  789  1,142  701  500%  일반상업  571 

첨단업무용지  571  779  949 

 400%  준주거  541 

 600%  준주거, 일반상업  564 

 800%  일반상업  596 

 1,000%  중심상업  620 

일반상업/ 업

무 
 839  1,365  1,395 

 400%  준주거  743 

 600%  일반상업  819 

 

 분양가격 결정  

 M&E 산업을 위주로 한 첨단 정보산업도시의 조성이라는 DMC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유치업종별 해외 선도기업의 유치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지의 조기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DMC의 실수요자가 가장 구매력을 느낄 수 있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익환원법’에 의해 산정한 가격을 DMC내 토지의 공급가격

으로 잠정 결정하며, 이는 본보고서 경제성 분석의 기준가격이 됨. 

 

1.7. DMC 토지분양률 산정  

 업무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용지 

 사례조사에 의한 분양률 산정  

- 해외단지의 사례를 조사하여, 개발이 착수된 후 연도별 입주기업체수의 현

황을 파악하고 이를 DMC 토지 수요량으로 환산함.  

 수요조사에 의한 분양률 산정  

- DMC 유치업종 기업에 대한 모집단 리스트를 작성하고 설문지를 이용한 

수요조사를 통해 업종별 필요 사업장 면적과 입주선호시기를 파악하여 연

도별 분양률을 산출함. 

 사례조사 결과 DMC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산업단지는 단지기능에 부합되는 인

프라와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여부에 따라 분양률이 결정되며, 초기에 급속히 개

발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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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입주 후보기업이 DMC 입주의 주요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세제 · 금

융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계획,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계획 등이 조기에 확정된

다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이 사례조사에 의한 분양률과 수요조사에 의한 분양률

의 평균치를 DMC의 분양률로 적용함. 
 

[ 표 1 9 ]  업무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용지 분양률 종합                               

( 단위 :  %)  

구 분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사례조사  5  9  20  40  56  79  100 

수요조사 11 15 52 84 95  99 100 

평 균 8 12 36 62 75 89 100 

 

 일반상업 · 업무시설 용지 

 일반상업 · 업무시설 용지 분양률 산정은 업무용지, 연구개발용지, 선도프로젝

트, 주거용지의 연도별 발생인구를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률을 결정함.  
 

[ 표 2 0 ]  연도별 유발인구에 따른 일반상업·업무시설용지 분양률                     

( 단위 :  %)  

구 분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계 

분양율  17.0  14.0  28.9  24.2  5.7  5.7  4.5  100.0 

누계분양율  17.0  31.0  59.9  84.1  89.8  95.5  100.0  - 

 

 

28. 개발사업자 유치 방안 

 

1.8. 유치 기본 방향 

 개발사업자(Developer)의 조기 유치는 DMC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추진

전략이며, 사업추진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유치가 필요한 사업부지나 시설에 대

한 개별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해외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개발사업자의 유형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표 2 1 ]  개발사업자의 유형 및 내용 

개발사업자의 유형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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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의 유형 특  징 

참여 

범위 

전체 개발사업자 

( Ma s t e r  

D e v e l o p e r )  

 부지매입 및 단지조성 등 사업초기부터 앵커테넌트의 

유치 · 분양 · 임대, 단지운영까지 프로젝트 전반에 대

해 책임을 갖고 투자 · 개발하는 사업자. 

시설 개발사업자 

( F a c i l i t y  

D e v e l o p e r )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단지조성이 완료된 후 관심 있는 

사업부문에만 참여하여 투자 · 개발하는 사업자로, 단지

조성 인프라 투자는 서울시에 의해 이루어 지고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를 유치하게 됨.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 

( R i s k  

D e v e l o p e r )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기 투자부문까지 

직접투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자본출자를 

통해 SPC를 설립하여 지분을 공유하며 개발이익에 대

해서 적정이윤을 배분 받게됨. 

계약사업자 

( F e e  

D e v e l o p e r )  

 사업시행 주체로부터 Project Management Fee를 받으

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유형으로, 사업시행 주체에

게 우선적으로 적정이윤을 제공한 후 나머지 이윤을 이

익의 형태로 회수하게 됨. 

기반시설 개발사업자 

( S . O . C  

D e v e l o p e r )  

 특정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

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유형. 

 

1.9. DMC 개발사업자 유치방안  

 딜 스트럭쳐링(Deal Structuring) 전략 수립 

 DMC는 전체로는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각각 수익성 (Profitability)과 

유동인구 흡인력 (Externality/Users)이 다른 개별 프로젝트가 혼재되어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개별 프로젝트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Deal Structure의 개발과 효율적인 개발사업자의 유치를 추진해야 함. 
 

[ 그림 2 9 ]  개발사업 분류도 

 

 따라서 DMC의 단지 개발 시는 파급효과와 집객력이 큰 A군(컨벤션센터 등의 

지원시설과 연구소 등의 R&D 시설)과 B군(UEC나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에 중

점을 두면서 수익성이 큰 C군(호텔 등)을 분석해가는 개발전략의 수립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자의 유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군을 조합하여 개발사

업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단지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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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별 개발사업자 유치 전략 

 연구 개발 시설, 컨벤션센터 등 상당부분의 필요 인프라 시설들이 수익성을 창

출하기 어렵다는 정보단지의 특성과 서울시의 개발의지를 반영할 때, 단지 전체

를 개발하는 전체 개발사업자 (Master Developer)의 유치 보다는 시설별 개발

사업자 (Facility Developer)의 유치를 통한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공공부문으로 부터의 조달자금과 수익성 높은 시설의 개발유치 자금을 

바탕으로 핵심시설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형태의 개발사업자 유치가 필요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사무시설의 개발에는 계약사업자 (Fee Developer)의 유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개발사업자 유치 실행 

 유치방향 

- 국제적 관행과 규칙에 맞는 딜 스트럭쳐(Deal Structure)를 개발하여 개발

사업자에게 적정한 수익 보장과 합리적인 위험 분담의 틀을 제공하고, 투

명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개발사업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자 간

의 경쟁을 촉진하며, 개발사업자의 창의성과 효율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

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꾸준한 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함. 

 유치팀의 구성 

- 개발사업자 유치전략의 수행은 ‘개발사업자 유치팀(Inward Developer 

Promotion Task Force Team)’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며, 유치팀은 회계 · 

법률 · 마케팅 · 부동산 등 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함. 

- DMC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및 인프라 시설 조성 중에는 서울시에 유치팀

을 구성하여 투자 전문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되, 

별도의 단지 개발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유치팀을 회사 산하로 편재시켜 본

격적인 개발사업자 유치 활동 단계에 돌입하여야 함. 

 개발사업자 유치 실행 

- 개발사업자 유치 마케팅은 유치 범위와 투자 재원의 산정, 딜 스트럭쳐

(Deal Structure) 개발, 로드쇼 및 캠페인의 순서로 진행되며, 마케팅 기간 

중 개발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유치함. 

- 개별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익성과 사업 환경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는 행정지원, 세제지원, 인허가 

절차, 수익성 분석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1.10. 잠재 개발사업자 리스트  

 DMC 개발을 위한 잠재적 개발사업자로서 당사자도 직접 투자하는 개발투자사업

자, 투자자 및 앵커테넌트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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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로 호텔사업에 투자하고 완공 후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호텔사업자, 그리

고 순수하게 개발사업에 투자만 하는 투자자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음.  

 

[ 표 2 2 ]  개발사업자의 분류 

구 분 지 역 회 사 명 

개발투자사업자 
홍 콩 Asia Pacific Land Ltd., Hang Lung Development Co. 외 

싱가포르 ACOR Leisure Pte.Ltd. Singapore 외 

개발사업자 

홍 콩 Bouygues Construction Dragages Asia, Swire Properties,외 

중 국 Hines Interest LP, Koll Development Asia 외 

싱가포르 Centrepoint Properties, DBS Land, 외 

일 본 Kumagi Gumi.Co., Ltd. 

미 국 The Cordish Company, TrizecHahn 

호 주 Lend Lease Development 

호텔사업자 
홍 콩 Regal Hotel International (H.K.), 외 

싱가포르 Raffles International Limited., Starwood Hotels & Resorts 

투자자 

홍 콩 AIG Global Real EstateInvestment Corp.,Deutsche Bank,외 

대 만 China Development Corporation, Taiwan 

싱가포르 City Developments Limited, Singapore, GE Capital, 외 

일 본 Asia Pacific Land Ltd., GE Capital, Japan, 외 

미 국 CS First Boston, JP Morgan, Lehman Brothers, 외 

* 상세한 리스트는 본 보고서 참조 

 

 

29. 단지 조기 활성화 방안 

 

1.11. DMC 조기 활성화의 과제 

 조기 활성화의 필요성 

 DMC와 같은 첨단 정보단지의 성공여부는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 결정되며, 

DMC의 조기활성화는 월드컵경기가 이루어지는 2002년 전후 시기에 DMC 사

업추진주체가 국내외 개발업자 및 핵심기업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단지조성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함. 

 조기 활성화의 주요 과제 

 DMC 조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순조로운 건설과 주요 개발사업자 및 

핵심기업의 조기유치를 위한 사업주체의 강력한 추진의지 표명, 혁신적인 지원

책, 충분한 재원조달과 유연한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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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DMC 사업추진의 성공여부는 1차적으로 서울시가 강력한 개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사업추진 초기단계에 앵커테넌츠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 프로젝트

를 발주하고, 단지 내에 IDC · IT 교육센터 등 핵심기반시설을 유치하고 단지지

원 시설건립에 착수하며, 마케팅과 홍보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추진하여 세계적

인 인지도를 가진 개발사업자를 유치하고 유치업종별 선도기업을 조기에 입주시

키는 것임. 

 

1.12. 서울시의 강력한 추진의지 및 효율적인 추진주체 구성 

 강력한 추진의지 천명 

 미국 뉴욕의 실리콘앨리 등 해외 선진단지와 중국의 푸동단지 등 경쟁단지, 그

리고 송도미디어밸리와 같은 국내 유사단지의 교훈은 정보단지를 추진하는 사업

추진주체의 강력한 추진력이 단지조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바,  

 시장 직속으로 사업추진의 전권을 위임받은 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통신망 등의 DMC의 기반 인프라시설을 조기에 설치함으

로써, 국내외 개발사업자와 핵심기업에게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추진의지를 보여

야 함. 

 효율적인 사업추진 주체 구성 

 DMC 조성사업은 사업규모와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역

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본격적

인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본 편의 [Ⅰ. 사업추진체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

공과 민간의 사업추진력과 협력관계를 조직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민관합동법인

을 설립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DMC 기획위원회」를 정치계, 행정기관, 학계, 금융계 및 전문가 그룹으

로 확대하여 총괄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국제자

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정보와 세계 경제의 흐름, 해외기업의 동향과 입주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마케팅의 주요 창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1.13. 서울시 선도투자 및 산하기관 이전 

 자체개발시설 선도 투자 

 자체 개발시설은 본 보고서 제4편 [Ⅴ. 업무지원기능]과 제5편 [Ⅲ. 용도 및 규

모계획]에서 DMC 단지의 물리적 지원기능을 가진 시설로 설정한 ‘단지관리센

터’, ‘비즈니스지원센터’, ‘DMC 홍보관’ 및 ‘미디어프러덕션센터’로 규정할 수 있



91 

으며, 

 서울시는 자체 개발시설의 선도투자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 및 입주기업에게 

DMC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함.  

 산하기관 이전 추진  

 서울시가 DMC 조성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유치업종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치업종과 관련된 서울시 산하의 유관 기관 및 시설을 DMC로 이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 

 이를 통해 서울시의 DMC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DMC의 성공 가능

성을 높이게 되며, 특히 DMC단지 내에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시설을 서울시

가 주도적으로 제공하여 다각적인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지지원 

성격을 갖는 시설의 이전이 필수적임.  

 서울시는 DMC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과 관련한 시설로 서울산업진흥재단, 서

울벤처타운,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전산정보관리소 등의 산

하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DMC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과의 연관성, 각 

시설의 역할구성, 운영상황,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애니메이션센터와 서울벤처타운이 이전 검토 대상이 될 것임. 

 

1.14. 핵심 지원시설의 조기 구축 

 정보단지의 기능상 특성과 수요조사 응답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면 DMC 내 핵심시

설은 국제회의 · 전시시설(컨벤션센터), IDC, 인력양성기관(IT 교육센터), 연구개발

시설(산학연센터), 창업지원센터로 규정할 수 있으며,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서는 이러한 핵심지원시설을 조기 개발하고 이를 위해 개발사업자를 조기에 유치

하여야 함. 

 핵심 지원시설 중 수익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초기에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개발

을 유도하고, 수익성이 낮은 시설의 경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직접 투자 · 개발

하거나 민간에게 개발을 유도하되, 유치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토지제공

을 통해 사업에 일부 참여하거나 토지를 장기 임대해 주는 등 가능한 인센티브의 

제시가 필요함. 

1.15. 유인 프로젝트 발주 

 추진목적 

 DMC를 최첨단 정보단지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해외 유수기업에 발주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DMC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국내외 앵커기업에게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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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며, 

 발주형식으로 국제현상공모전(Competition)을 개최하여 정보도시로의 DMC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 

 추진사례(MSC) 

 말레이지아의 MSC는 유인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단지를 조기에 활성화시킨 대

표적인 경우로 

 1999년 10월 기준 총 304개 업체가 MSC 입주를 신청하여 243개 업체가 승

인을 받았으며, 분야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부문 36%, 컨텐츠 17%, 시스템 통합 

15% 등임. 

 DMC의 유인프로젝트 선정 

 DMC 유인 프로젝트는 DMC의 세부 프로젝트중 해외기업에게 유인요소가 될 

수 있거나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발전되어 국내 기업의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여기서는 정보도시 단위시스템 표준화 및 시스템 통합, DMC 마케팅센터(e마켓

플레이스)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 21세기 핵심정보기술을 유인 프로젝트로 선

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표  2 3 ]  D M C  유인 프로젝트 

구 분 주요 내용 

단위시스템 표준화  

및 시스템 통합 

 DMC 내 단위(생활, 산업, 행정, 도시기반) 정보화 시스템의 통합과 On-line 

상의 정보창출 및 정보거래를 위하여 전자문서 교환, 전자결재, 전자상거래, 

전자지불 등이 네트워크 상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각 단위시

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함으로써 DMC의 자체 정보도시 기능이 완성될 수 있

도록 함. 

D MC  e 마켓플레이

스 및 전자상거래 시

스템 

 DMC 내에서 B2B, B2C, B2G 등이 가능한 통합 온라인 마케팅센터를 구축

하고 DMC를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산업 및 제도를 정착

시킴. 

디지털 타운 

시스템 

 디지털 타운의 구성요소인 가상쇼핑몰(Cyber Mall), 온라인 교육시스템

(DMC Cyber 대학), 가상 생활 · 여가공간(Cyber World), 전자상거래(e마켓

플레이스 & eBiz-Community),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및 각 구성요소를 

가상공간에서 통합하여 온라인 도시를 구축함. 

해외 컨텐츠 D B  

 기술 · 시장 · 제품 · 기업 · 연구소 · 기관 · 유사단지 · 제도 등 DMC를 국제

적인 정보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DMC 

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D MC  사이버 대학 
 국내외 대학 및 기업, 연구소와 연계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첨단기술 및 

연구분야에 대한 사이버대학을 구축함. 

2 1 세기 핵심정보기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핵심정보기술로 각광 받는 분야 중에서 D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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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술 의 비전과 컨셉에 적합하고 DMC에 응용가능한 인공지능(Artifical  

Intelligence), 보안(Security),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부분을 장단기 프로

젝트로 추진함. 

 

1.16. 이벤트 추진 

 추진 목적 

 DMC의 조성개념에 맞는 각종 이벤트를 추진하여 DMC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DMC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업종의 발전과 육성을 주제로 한 이벤트를 통

하여 DMC가 기업들이 자리잡고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이라는 인식과 신뢰를 높

이고 중앙정부와 민간의 지지를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이벤트를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 연결하여 투자 및 

기업유치를 실현토록 추진함. 

 DMC의 이벤트 추진방안 

 ‘미디어시티 서울 2002–Digital Media City’  

- ‘미디어시티 서울’을 DMC와 연계하여, 한정된 전시공간을 뛰어넘어 찾아

가는 전시, 가상공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21C의 발전적 미래

를 보여줄 종합미디어 축제로 추진함. 

 인터넷 방송 축제  

- 세계의 공통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인터넷을 통해 세계인들의 축제 한마당

을 마련하고, 디지털 미디어관련 산업의 진흥 도모와 미래가능성의 제시하

며, 세계의 중심지로서 첨단도시 '서울'을 구현함. 

 디지털 영화 · 영상제  

-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작자들의 국제적인 흐

름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인적 · 물적 교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영상산

업 조성의 기반을 위한 산업 교류의 초석을 마련함. 

 

1.17. 중앙정부 지원 유도 

 DMC 조성사업은 물리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중국 · 대만 · 말레이지아 

등 주변국가와의 경쟁을 통하여 해외 투자와 기업을 유치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

의 법적 · 행정적 · 제도적 뒷받침이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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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DMC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기업에게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

공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정부의 각종 국비지원 프로젝트가 DMC 유치대상 

기업에게 유인 프로젝트로 발주되도록 추진하여 DMC의 앵커기업 유치를 지원하

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컨벤션센터 설립, 미디어프러덕션센터 설립 등 DMC의 주

요 추진사업을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사업 ·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지원사업 

·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지원사업 · 문화관광부의 문화컨텐츠산업지원추

진사업 등 중앙정부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자금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함 

 또한,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정보통신부),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산업자원부), 

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관광부)과 첨단기술연수센터(노동부) 등 DMC 사업에 파급

효과가 큰 중앙정부 산하 유관기관을 DMC 내로 유치하거나 DMC에 분원을 설립

하도록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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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경제성 분석 및 기대효과 

 

30. 경제성 분석 

 

30. 1 경제성 분석 (Valuation)의 목적 및 방법 

 경제성 분석의 목적은 DMC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서울시의 

DMC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DMC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함임. 

 경제성 분석은 DMC개발의 지출 및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향요소(Key 

Variable)를 파악하고 이를 모델링하여, [제5편 단지개발전략]에서 도출한 DMC 

토지이용계획 및 단지개발전략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법에 의해 DMC 택지를 분양

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실시하였음. 

 

30. 2 핵심 영향요소의 파악 

 DMC 경제성 분석의 핵심 영향요소에는 ‘매출’과 ‘매출원가’ 등이 있으며, 본 모델

은 토지분양 사업에 국한되므로, DMC 부지 조성원가와 택지분양가, 분양률이 경

제성 분석의 핵심이 됨.  

 매출원가 : DMC 조성원가 (제7편의 [III 토지공급가격 및 분양률] 참조) 

 매출 : 택지분양가, 분양률 (제7편의 [II 토지공급방안] 및 [II 토지공급가격 및 

분양률] 참조) 

 판매관리비 : 택지조성원가의 간접비에 포함시킴.   

 할인율 : 3년만 기 국공채수익율 약 6.5%+사업위험율 약 2% = 8.5% 적용 

 

30. 3 경제성 분석 

 

30. 3. 1 경제성 분석의 범위 

 경제성 분석은 상암 택지개발지구내의 DMC 조성예정지 171,000평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부지를 조성한 후 매각하는 토지매각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분석기간은 

실질적인 택지조성 및 분양이 이루어지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으로 함.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분석시점은 1998년으로 하며,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까

지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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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2 경제성 분석 

 제7편에서 산정된 DMC 조성원가와 개별택지별 분양가, 분양률을 적용하여 경제

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부터 현금 흐름이 순유입으로 전환되나 1998년에 

사업비를 투입한 이후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순현재가치는 2006년부터 양의 값

을 가지며, 분양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의 현금흐름을 고려한 1998년의 NPV는 

215.2억원임. 

 

[ 표 2 4 ]  현금흐름 분석                                                        

               ( 단위:  억원)  

년도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매출액 0.0 0.0 0.0 0.0 1083.9 882.6 1601.0 1185.9 294.8 292.6 234.5 

조성원가 532.8 823.4 1810.3 476.9 0.0 0.0 0.0 0.0 0.0 0.0 0.0 

순현금유입 -532.8 -823.4 -1810.3 -476.9 1083.9 882.6 1601.0 1185.9 294.8 292.6 234.5 

N P V  -532.8 -1291.7 -2829.5 -3202.8 -2420.7 -1833.7 -852.4 -182.4 -28.9 111.5 215.2 

 

[ 그림 3 0 ]  현재가치 분석 

 

30. 3. 3 분석 결과 시사점 

 택지 조성원가 중 상암택지지구 개발계획에 의해 기투입된 금액은 본 경제성분석

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초기의 현금

유입을 증대시키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함.  

 

30. 4 매출액 영향요소와 민감도 분석 

 장기간의 마케팅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양률 및 분양가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앞서의 경제성 분석 시 적용한 택지분양 가격 및 분양률을 기준치로 하여 각각의 

요소를 증감시켜 최종 NPV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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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 1 택지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 

 DMC내 택지 중 감정가격과 입찰가격에 의해 분양될 토지의 분양가를 각각 상향

10%, 하향10% 조정하여 적용한 결과 2010년 NPV는 상향10%시 504.8억원(기

준치대비 +289.6억원), 하향 10%시 –74.2억원(기준치대비 –289.4억원)임. 

 

[ 그림 3 1 ]  택지분양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 

 

 분석 결과 분양가격을 10% 하향시킬 경우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8년에 

NPV가 0의 값에 근접하며, 이는 할인율 8.5%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 택지 분양

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음. 

 

30. 4. 2 택지분양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택지분양률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이한 분양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

과, 분양률을 상승 적용했을 경우의 NPV는 286.3억원(기준치 대비 +71.1억원), 

분양률을 하락시켜 적용할 경우의 NPV는 –238.9억원(기준치 대비 –454.1억원)으

로 나타남.  

 

 

 

 

 

[ 그림 3 2 ]  택지분양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30. 5 지정유치기능용 택지에 대한 전략적 토지공급가격 

 각종 사례조사 및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DMC 내 택지의 분양가격이 다

른 사례지에 비해 높아 분양가격을 상승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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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분양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DMC의 경제적 성과를 달

성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 조성원가로 공급방식을 제안한 핵심시설 용지와 DMC 내에 필수적

으로 유치해야할 해외 선도기업 들에게 제공될 첨단업무 시설용지의 최소 분양가

격을 NPV 기법으로 추정하여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제시해 

보고자 함. 

 최소분양가격 산정 

 NPV가 “0”이 되도록 지정유치기능용지 및 첨단업무시설용지중 일부 택지의 분

양가격을 차등 적용하여 그 최소값을 구해본 결과 이들 택지의 최소 평당 분양

가격은 약 232만원(조성원가 401만원/평 대비 57.9%) 수준으로 산정되며, 당초 

분양가격과의 차액은 평당 약 169만원임. 

 이와 같은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분양 수익 감소분은 약 338억원이며, 

이는 서울시가 택지분양을 통해 지정유치기능용지 및 첨단업무시설용지의 수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음. 

 

 

31. 기대효과 분석 

 

31. 1 분석 목적 및 내용  

 

31. 1. 1 기대효과 분석의 목적 

 서울시가 DMC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경제외적 기대효

과를 산출함으로써, DMC 조성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서울시민과 중앙정

부 및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와 지원을 얻기 위함임. 

 

31. 1. 2 분석 범위 및 전제  

 단지조성 및 건설투자 단계 

 DMC 단지조성이 착수된 1998년부터 단지내 업무, 상업, 주택 등의 건축완료 

예상시점인 2010년까지의 건설부문 투자액을 최종수요로 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방재정 기여 효과를 예측함. 

 건설부문 투자액은 크게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토목공사비와 DMC 내 업무, 상

업, 주택 등 개별 건축시설물의 건축공사비로 구성되며, 산업연관표(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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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Table, 1998, 한국은행)를 이용해 이들 건설부문의 투자로 인한 생산유

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조세유발효과 등을 분석함. 

 또한, 택지의 취득 및 분양 등에서 발생되는 조세를 산출하여 지방재정기여도를 

예측함. 

 단지조성 완료 후 DMC 내 산업활동 운영단계 

 DMC 내 핵심산업군의 산업 및 업무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유발효

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조세유발효과 등을 단지개발완료 예상시점

인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함. 

 DMC 내 산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산정하기위해 2010년의 산

업별 예상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후 산업연관

표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경제적파급효과 및 지방재정 기여효과를 

예측함. 

 

 

31. 2 기대효과 분석 

 

31. 2. 1 단지조성 및 건축단계 

 DMC 단지 조성시 발생되는 최종수요(건설부문 투자액)에 산업연관표상의 유발 

계수를 적용하여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

용유발효과, 조세유발효과를 분석하였음. 

 경제적 유발효과 

 

[ 표 2 5 ]  경제적 유발효과                                                                 

( 단위 :  억원,  인)  

산업군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토목건설 844.6  344.3 1,393.0 

주택건축 7,489.1      3,113.8     11,313.7 

비주택건축 66,420.0 26,923.8 97,403.3 

합 계     74,753.7     30,381.9   110,110.0 

 

 지방재정 기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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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6 ]  지방재정 기여효과                                                    

( 단위 :  억원)  

구 분 지방세 국 세 계 

택지분양 및 취득시 271.9 32.6 304.5 

단지조성 및 건축단계 143.5  536.5  680.0 

준공 및 보존 등기시 970.0 55.4 1,025.4 

분양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시 1,223.6 146.8 1,370.4 

합 계 2,609.0 771.3 3,380.3 

 

 

31. 2. 2 산업활동으로 인한 기대효과 

 DMC 내 산업 매출을 기준으로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을 통하여 분석한 

2010년의 4가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경제파급효과 

 

[ 표 2 7 ]  경제적 유발효과                                                   

( 단위 :  억원,  인)  

D MC  유치업종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방 송 8,471.0 6,108.5 11,884.2 

게 임 14,170.8 6,609.8 30.990.4 

영화  애니메이션 8,514.8 3,971.6 18,621.0 

음 악 1,746.4 821.0 3,849.3 

디지털 교육 4,626.1 3,618.8 15,034.7 

S / W 20,514.0 12,191.2 44,805.3 

I T 서비스 27,304.8 19,689.8 38,306.7 

합 계 85,347.9 53,010.7 163,491.6 

 

\ 

 

 

 

 지방재정 기여효과 
 

[ 표 2 8 ]  지방재정 기여효과                                                   

( 단위 :  억원)  

구 분 지방세 국 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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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방세 국 세 계 

산업활동으로 인한 조세유발효과  256.8  959.7  1,216.5 

 

31. 3 기대효과 종합 

 DMC 내 산업활동 및 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

발효과, 조세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음. 

 

31. 3. 1 생산, 취업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 표 2 9 ]  생산,  취업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 단위 :  억원,  인)  

구 분 
경제적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비고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단지조성 및 건축단계 74,753.7     30,381.9 
110,110 

1998~2010년 기

준 

산업활동단계 85,347.9 53,010.7 163,492 2010년 기준 

 

31. 3. 2 지방재정 기여효과 

 

[ 표 3 0 ]  지방재정 기여효과                                                    

( 단위 :  억원)  

구 분 지방세 국 세 계 비고 

단지조성 및 건축단계 
2,609.0 771.3 

3,380.

3 
 1998~2010년 기준 

산업활동단계 256.8 959.7 
1,216.

5 
 2010년 기준 

 

참여 연구진       

     

연구 책임 시 담당부서 

 김기환 (㈜ 미디어밸리 대표이사 회장)    

 김병표 (㈜ 미디어밸리 상무)  사업총괄부서 

    강홍빈 행정제1부시장, 김학재 행정제2부시장 

㈜ 미디어밸리   김흥권 산업경제국장 

 이영범 팀장   김찬곤 DMC추진단장 

 정영훈 팀장   배상필 DMC추진반장 

 이장수 과장   한영희 DMC추진단팀장 

 조현민 과장   주창식 DMC추진단 

 박정민 과장      

 김용학 과장  도시개발공사 

 정동섭 연구원   도명정 사장 

 강봉준 연구원   서무전 개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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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연 연구원   유근명 개발사업처장 

 김경민 연구원   정현규 개발사업처 택지계획팀장 

    김익성 개발사업처 택지계획팀 

액센튜어 유한회사 (前 앤더슨컨설팅)    

 지영조 이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반영곤 부장   김도년 연구위원 

 장세명 차장   이상경 부연구위원 

 이민호 연구원    

 정희종 연구원  지원부서 

 현승윤 연구원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 

Hillwood Strategic Services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비상기획관 

 Isaac Manning 사장    

 Robert Farley    

 Nickolas King 자문 위원단 

 Monica Sanders    

 Laura Trubey  제1차 위원 

    류중석 교수 (중앙대학교) 

Gensler   윤용진 부장 (POSDATA㈜) 

 Daniel Brents   이덕희 박사 (산업연구원) 

    이돈룡 교수 (계원대학교) 

Callison Architecture, Inc.   이상열 전무 (외국인기업협회) 

 Bill Lacey   이인찬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Joon Chae    

   제2차 위원 

㈜ 아이디엔 컨설턴트   박   희 부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강재준 사장   안건혁 교수 (서울대학교) 

 이장우 이사   유용호 사무국장 (벤처기업협회) 

 윤남일 실장   이상구 교수 (경기대학교) 

 도소연 책임연구원   최영명 사장 (MK LAND) 

 유경주 책임연구원    

 김종우 연구원  제3차 위원 

 양진수 연구원   김한준 연구소장 (포스트미디어) 

    김휴종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 하우드   양윤재 교수 (서울대학교) 

 신근창 차장   유승호 박사 (문화정책개발원) 

 이종성 연구원   정창무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조주현 교수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21세기 건설연구실   최준호 이사 (BHP KOREA) 

 백준홍 교수    

 강동우 연구원 ㈜ DH TECH 

 김진우 연구원   박정태 팀장 

 엄신조 연구원   박병규 연구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