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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도시 공간계획과

단지 변천양상에 관한 연구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승 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전 은 경

현대 사회가 3차 산업 사회를 지나 4차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도시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산업단지는 그 도시 내 산업의 변

화가 직접적으로 생산·적용되는 근로 공간으로 새로운 흐름에 민감하

게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의 산업단지는 그 변화의 움직임과 정

주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

식산업센터라는 새로운 산업시설의 유형이 산업단지에서 도시로 개발

이 확산되면서 현재 산업단지의 공간에 대한 논의가 도시의 한정된

영역을 벗어 도시 전체의 산업공간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의 도시·건축적 계

획과 변천양상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산업영역의 도시 공간계획의 단

서가 될 쟁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서울의 산

업 공동화 흐름에서 산업단지의 첨단화 목표 아래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도시 공간에 관한 정책들과 그 공간의

변천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한정된 공업 토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하

고,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한 도시 구조 변화와 쾌적한 산업 환경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세 가지 전략을 상위법과 세부 도시



- ii -

정책들로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산업단지 내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대규모로 점유하면

서 다량의 정비된 산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전면의 공개공지

가 확대되면서 녹화된 쾌적한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층 빌딩

으로 이루어진 업무단지로 변화하면서 도시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

반면 그 내부적 공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도시 내 산업공간의 양적

증가와 달리 공장의 규모와 물류 공간 등의 생산 활동의 측면에서 질

적 개선을 위한 공간계획에 한계가 있었다. 첨단 클러스터 네트워크

를 위한 공공지원시설 사업들도 그 공간적 실효성이 우려되며, 산업

시설의 공개공지는 녹화 이상의 공간 계획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지

식산업센터 외의 일반 산업시설의 환경개선에 관한 도시계획에 편차

가 있었으며 단지의 근본적인 도로 사업과 외형적 정비에 대응하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편의 공간에서의 한계가 관찰되었다.

그 결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신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 활동의 첨

단산업단지로의 목표와 달리 2군의 일반 업무단지로 변화하고 있으

며, 서울의 도심 공업기능을 담당해야하는 단지의 역할과 성장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면서 서울디지털산

업단지의 기능적 목적이 희석되고 있다.

따라서 앞선 공간 양상을 바탕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산업 양극

화에 대한 사회적 방안을 담을 수 있는 도시 공간계획에 대한 고려와

앞으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제

조업의 전망에 따른 물적 생산 공간계획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

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현대의 산업구

조에서 이와 같은 산업단지 기능과 생산 환경에 대한 도시 및 건축의

공간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주 요 어 : 산업단지 변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토지

집약 활용, 첨단산업 구조변화, 도시환경 개선

학 번 : 2015-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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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정지구 지식산업센터 홍
보물_ 도시 내 지식산업센터가 수
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으며 건설
이 확산되고 있다.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업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연계된다. 현대 사회는 3차 산업

사회를 지나 4차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도시의 삶에서도 새로운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의 산

업단지는 산업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그 도시 내 사회의 변화가 직접

적으로 생산·적용되는 공간이자 도시의 근로공간으로 새로운 생활 방

식과 가치 기준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장이다.

따라서 도시의 산업단지는 그 변화의

움직임과 정주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을 바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더욱이

산업단지에 집중 건설되고 있는 지식산

업센터라는 새로운 산업시설의 유형이

산업공간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충분

한 논의 없이 부동산 이익을 위한 건설

유형으로 확산되면서1) 현재 산업단지의

공간에 대한 논의가 도시의 한정된 영역

을 벗어나2) 도시 전체의 산업공간에 대

1) 최근의 부동산 관련 기사들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2015년

3분기 기준 평균 수익률 7.4%로 수익률이 높아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2)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시설로써 과밀억제권역의 도시 내에서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

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이 허용된 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의 ‘계획구역 내 입지’ 또는

사업상 여건, 지리적 요인,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와 기업가의 자유의

사에 의하여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한 ‘개별적 입지’의 한정적인 영역에 설립되

지만,(출처 김성혜,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투자가

각광받으며 성수동, 문래동, 양평동 등에 개별적 건설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의

마곡산업단지나 강남권의 문정지구 법무·업무단지와 같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형 건설

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도시 내 지식산

업센터의 설립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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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산업구조가 계속해서 변화하며, 그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대

의 사회에서 산업단지는 도시의 생산을 이끄는 계획적 대규모 산업

밀집지로써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상황

이며, 더 나아가 혁신을 선도해야하는 도시의 공간인 것이다. 때문에

산업단지의 첨단화에 관한 현재의 도시 방향과 그 공간 양상에 대한

관심이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도시의 공업을 포함하는 대규모 산업

밀집지의 도시 공간계획의 전략과 그에 관한 단지의 공간 양상들을

관찰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라는 사회 상황 내에서 도시의 산업영역

의 도시·건축적 현황과 계획의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이를

통해 산업단지가 향후 계속해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더 나

아가 이를 이끌어나가며 도시로 확산되어가는 새로운 산업공간에 대

한 가능성을 고민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도시 및 건축 계획의 단서가

될 쟁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3)

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4년 한국수출산업

공단(구로수출산업공단)으로 서울의 구로구 일대에 조성되어 1960년

대부터 70년대까지 경공업 중심의 공업단지로 국가 수출을 견인하면

서 서울의 발전과 함께 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80년

대에서 90년대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90년대 이후 도시의 산업흐름

에 대응한 첨단화를 목표로 산업단지의 구조를 개편하면서 불과 10여

년 만에 입주업체 및 고용 증가 측면에 최고의 증가율로 재성장한 대

표적인 서울의 산업공간이다.

3) 다른 명칭은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이며, 구로, 금천 ,가산을 아우리는 이니셜 ‘G’와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정보통신산업의 클러스터라는 뜻을 담아 ‘G밸리’라는 명칭으

로도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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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시공간의 시작에서부터 대도시 산업 공간으로 계획되어 새

로운 산업으로 재편된 현재까지 서울의 생산 공간으로써 활발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의 도시전략

들과 그에 관한 도시·건축적 변천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

진다. 또한 새로운 산업건축의 유형으로써 산업단지의 집중 개발된

결과 본 연구의 중심 연구 자료가 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서울시내 전

체 사례 중 약 55%가 대상지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타 지역 산업시설

의 건설에 있어 단지 내 사례가 표본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

문에4) 분석에 의의를 가진다.

다시 말해 서울의 발전과 함께하면서 지속적인 도시 관리를 통해 산

업구조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변화

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도시 및 건축 양상은 서울의 산업공간

을 연구함에 있어 대표성을 가지며, 앞으로의 도시 및 건축 단서를

도출함에 있어 의미를 가진다.

■ 산업단지 ■ 준공업지역 ■ 관할 자치구

그림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위치

4) 이미숙,최근희(2009),「도시지역공장재개발수단으로서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연구」, 한

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2집 제2호_건설업자들이 타지역 지식산업센터 건설

에 앞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시설, 건축 비율, 층별 배치 등에 대

해 자문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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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도시 및 건축의 공간 양상을 아우르는 통합적 고찰이 부족하

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공간계획과 단지의 공간양상을 통합적으

로 고찰하고자한다.

따라서 그 연구 방법을 다음과 진행한다. 2장에서는 대상지 분석에

앞서 문헌고찰을 통해 산업구조의 첨단화와 현대 산업단지의 흐름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자료와 문헌고찰을 통해 대상지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목표하는 도시

전략의 유형을 도출해낸다. 그리고 도출된 도시전략 별로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세부 도시계획들을 확인하여 대상지의 공간 분석의 항목을

도출한다. 다음 3장에서는 수집된 평면자료와 단지 현장 조사를 토대

로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여 도시계획의 전략유형 별 공간 양상을

관찰한다. 이를 통해서 도시 공간계획의 방향과 도시와 건축의 현황

을 살펴보고 그들의 관계에서의 한계와 시사점을 확인한다. 이로써 4

장에서 앞선 분석을 조합·정리하여 산업단지의 도시 공간계획과 단지

의 변천양상에서의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첨단화 계획에 있어서 도시·건축적 쟁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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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디

지

털

산

업

단

지

손정순

(2012)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지역

의 산업구조 분기와 주변

부 서비스업의 확산

산업단지 산업구조 변화

양상 분석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정책과

클러스터

현황

정순구,

최근희

(2013)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

화과정 분석과 클러스터로

서 현재 수준 평가

산업단지 진화론적 변화

과정, 클러스터 발전단계

평가

정순구,

최근희

(2013)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서

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

요인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산업단지 클러스터 성장

요인과문제점 도출 및 상

관관계 연구

김번욱

(2013)

서울디지털단지 50년의 변

청 과정과 성과

산업단지 현황 및 성공요

인 연구

장석명,

박용치

(2009)

서울산업클러스터의 공간

적 특성 분석

지역우위 특화업종 분석

을 통한 서울지역 산업

클러스터 형성 연구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도시공간

현황

김희중,

심재현

(2009)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현

황 분석을 통한 개발 방안

연구

단지계획 공간기능 배치

방향 제시

조기술,

이우종

(2011)

국가산업단지 실태분석을

통한 교통만족도 향상방안

산업단지 교통만족도 평

가 및 향상방안 제안

조기술,

이우종

(2013)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

화에 미치는 요인별 공간

특성분석

단지별 도시현황과 첨단

화율의 관계 분석

지

식

산

업

센

터

이미숙,

최근희

(2009)

도시 지역 공장재개발수단

으로서 아파트형공장에 관

한 연구

아파트형공장의 장점과

단점 연구

지식산업센터

도시 기능

전영성,

박재승

(2004)

도심아파트형 공장 활성화

를 위한 건축 계획적 연구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요

소 분석

지식산업센터

건축 및 배치

계획

최영진

외4명

(2006)

도시형 아파트 공장의 건

축계획에 관한 연구

아파트형 공장 사례 설계

프로세스 및 건축계획 연

구

이상균,

오준걸

(2013)

아파트형공장 배치형태와

외부공간구성 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지식산업센터의 배치유형

과 외부공간 변화 흐름

표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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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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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고찰

2.1 산업구조와 산업단지

2.1.1 산업의 첨단화

산업의 첨단화에 대한 고찰에 앞서 산업의 의미를 살펴보면 산업이

란 본래 농림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공익사업·운수통신업·유통업·금

융업·보험업·부동산업·기타 서비스업 등 물적 재화의 생산과 더불어

서비스의 생산까지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산업의 종류를 분류하

여 농림어업 부문에 속하는 업종의 산업은 1차 산업, 광공업 및 제조

업 부문에 속하는 것은 2차 산업, 기타 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모든

업종은 3차 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이라 하면 주

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의미하며, 좁게는 공업 및 제조업의 의미

로 받아들여지는5) 등 그 용어의 폭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 경제6) 속에서 도시의 다른 지역지구와 달리

원료를 사람이나 기계의 힘으로 가공하여 유용한 물자를 만드는 공업

의 집적을 수용하는 특정한 지역화경제7)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를 살

펴보려 한다. 때문에 ‘산업’의 의미를 물적 생산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일단의 업종을 명칭 하는 용어로 제한하고 정보 및 서비스

의 생산이 가치로 치환되는 비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구분하여 이해하

고자 한다.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기계를 이용한 공장 생

산체제를 열었으며, 20세기 초 2차 산업혁명은 컨베이어벨트로 대표

되는 작업 표준화와 분업 체제로 소품종대량생산을 통해 인류의 삶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후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3차 산업혁명은

기계, 로봇을 통한 공장의 자동화로 생산성 혁명을 이루었으며, 공장

5) 두산백과사전, (산업)

6) 한 도시에 다양한 산업이 혼재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도시 경제 구조

7) 하나의 산업으로 특화되어 경제적 이득을 얻는 도시 경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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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난 인류는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는

인공지능(AI)와 같이 기계의 정보 자동처리를 통해 유연적 생산체계,

다품종 소량생산의 체제를 실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다가가면서 지식

기반경제력이 생산력에 직결되는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산업에

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긴밀한 상호관계의 증대가 강조되고 있다.8)

제 1차 산업혁명 제 2차 산업혁명 제 3차 산업혁명 제 4차 산업혁명

18세기 19∼20세기초 20세기 후반 21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loT/CPS/인공지능

기반의 만물초지능

혁명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

산업화

공장에 전력이

보급되어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한

대량생산보급

인터넷과

스마트혁명으로

미국주도의 글로벌

IT기업 부상

사람, 사물, 공감을

초연결·초지능화

하여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 혁신

표 2 세계 산업의 흐름

현재 한국은 후기 산업화 사회 혹은 고도 산업 사회로 산업구조9)가

고도화10) 되면서 기술과 정보를 포함한 지적능력과 아이디어를 이용

8) 김예지(2010),「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가 도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

교 환경대학원 학위논문_서비스업의 연구개발로 인해 발생한 지식과 기술을 제조업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한 결과 제조업은 보다 가격이 낮고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타 산업이 생산비용 또한 낮추게 된다. 반대로 제조업이

제공하는 신기술이 체화된 양질의 제품이 서비스업의 중간재로 투입된 결과 별도의

연구개발투자 없이 생산성을 상승시킬 수 있어 상호 생산성에 혜택이 발생한다.

9) 이우평(2002),『지리용어사전』, 신원문화사_산업구조란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산업에

서 각종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의미한다. 산업 구조는 그 시대와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변화되는데, 3단계로 구분한다. ① 전기 산업화 단계 : 1차 산업의 비중

이 높고 토지가 중시되는 노동 집약적 산업, 농업의 비율이 높다. ② 산업화 단계 :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의 기계화와 상품화율이 높아지는 단계로 2차 산업의 비중

이 높다. ③ 후기 산업화 단계 :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정보가 중시되는 고도

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한다.

10) 두산백과사전, (산업)_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과학기술의 연구나 새로운 제품개발을 통

해 고도의 생산력을 획득하면서 산업부문에서의 1인당 물적 생산성의 상승한 결과,

보다 적은 노동력으로 보다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즉, 사회전체의 생산적 노동 중에서 자연물의 직접 채취를 감당하는 농림어업이나 광

업에 충당되는 부분이 점차로 약화되고 오히려 채취된 자연물을 고도로 가공·변형한

복잡한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부문의 산업에 점

차로 더 많은 인원이 종사하게 됨을 의미한다.



- 9 -

해 고부가가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고도의 지식 집약적 산

업, 지식기반산업11)의 육성을 산업의 첨단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정의는 법에 의하면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

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산업"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으로 규정되어진다. 그 세부적인 항목으로 “지식산업”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영위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업종에 한해, 교육

업, 통신업, 뉴미디어업, 출판·인쇄업, 디자인업 및 각종 기기 제조업

등이 해당되며 “첨단 산업”의 종류로는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극미세산업, 우주항공산업, 로봇산업 등이 해당된다. 즉 지식기반산업

은 고부가가지의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개념임을 주목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 산업의 첨단화라 함은 깨끗하고 잘 정돈된 오

피스의 탈공업화적인 서비스업으로 치중되어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들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밀접한 상호 연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질의 제조업, 제품 제

조가 바탕이 되어야 연구개발, 특허 또는 과학기술 등의 소프트웨어

의 지적 서비스업의 창조가 경제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이미

90년대부터 레스터 서로우(Lester C. Thurow), 스티븐 코엔 (Stephen

S. Cohen) 등의 경제학자들은 탈공업화 사회의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

요성을 주장해왔다.12) 이처럼 산업의 첨단화에서 공업적 기반이 중요

하지만 이는 예전의 공업화와는 다른 의미이다. 대신 현대 사회에서

산업의 첨단화란 지식기반산업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고부가가지

의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이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해 혁신의 스프트

웨어가 체화된 새로운 지적·물적 생산을 아우르는 발전을 의미한다.

11) 한국 경제용어사전, (지식기반산업)

12) 마키노 노보루(1991),『제조업은 영원하다』, 손세일 역, 청계연구소_미국의 경우 서

비스를 수출하고 제품은 수입함으로써 탈공업화에 대해 변론해 왔지만, 서비스의 수

출의 증가에도 그 만큼 제품의 수입도 증가하면서 서비스 수출 총액을 웃도는 금액이

지출되고, 양질의 제조업이 뒷받침해주지 못한 결과 첨단산업의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첨단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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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토니 가르니에의 공업도시 계획안(1917) 
(출처_구글이미지)

2.1.2 현대의 산업단지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가 1917년 발간한 ‘공업도시 계획안

(Cite Industrielle)’ 모델은 근

대 도시의 주산업, 공업공간

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데,

그는 효율성과 쾌적성을 극대

화하기 위해 공업과 교통의

흐름 등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원인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주장하였다. 그의 계획은 후

에 도시설계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공업공간은 주거와

분리되어 계획되었다.13)

이후 이러한 용도분리의 토지이용형태는 개발밀도, 개발용도와 높이,

건축선 후퇴 등의 물리적 형태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인 지역지구제

를 통해 실현되었다. 그 중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로 주거지역과의 혼재

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

하여 입지시키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다수의 공업지역은 도시의 새로운 영역에 혹은 새로운 도시에 계

획되었기 때문에14) 그 환경적 영향력과 집적경제의 이점을 고려하여

(1)산업의 입지를 위해 (2)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3)이에 따라 개발

되고 (4)관리되는 (5)일단의 토지인 산업단지의 형태로 계획·관리 되

었다. 산업단지라는 명칭은 1990년대 들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관된 서비스업도 병행하여 발전하여야 하

고, 과거의 공업 중심 단지와 달리 공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중시하는

13) 빌 리제베로(2008), 『건축의 사회사』, 박인선 역, 열화당, 224-231p

14) 존 레비(2004),『현대 도시계획의 이해』, 서충원 외 1인 역, 한울, 62-66p, 172-1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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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단지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일단의 공업단지라는 용어를 대

체한 것인데,15) 이는 현대 도시의 산업16) 공동화에 따라 서울을 비롯

한 대다수 대도시 내 공업공간이 경공업이나 도시형 제조업17)을 수용

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허용되는 준공업지역

으로 규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도시에

서 준공업지역 내지 산업단지가 공업 단일 용도의 공간이 아닌 복합

공간으로써 기능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 내 공업을 수용할

수 있는 한정된 공간으로써의 그 역할을 강조할 필요 또한 있다.

그럼에도 산업 입지 공간은 용도 복합의 논의와 함께 지식기반의 새

로운 산업구조의 특성에 맞춰 변화하는 입지패턴과 입지요인18)에 대

한 대응이 필요해 졌다. 그 결과 현대의 산업단지는 연구기관과 기업,

산업이 연계되고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고급 인력확보와 정보교류, 혁

신 기술 및 제품 그리고 아이디어 창조를 목표로 하는 첨단산업단지

혹은 첨단 산업클러스터로19)20) 그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신산업지구, 지역혁신체계, 산업 클러스터 등 그 용어가 혼용되는 첨

단 산업 단지의 공통적인 핵심 개념은 산업의 집적을 통한 지식교류

의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21)

산업의 집적 방식에 있어서 네트워크 체계는 ①네트워크로 인해 기

업의 상호 총 가치 합계의 상승하고 ②생산 자원의 공유를 통한 경제

15) 두산백과사전, (산업)

16) 여기서 산업이라 함은 공업을 의미한다.

17)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도시형 공장에 대한

조항을 바탕으로 도시형 제조업이란 제조업 중 소음, 진동, 냄새, 공해배출 등이 심하

지 않은 업종으로, 전자집적회고 제조업, 다이오드, 트렌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프린터 제조업, 기타 주변기긱 제조업,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비디오, 라이도, 기

타 음향기기, 기타 공학기기, 항공기·우주선 보조 장치 제조업 등이 속한다.

18) 김종중,김갑성(2009),「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입지요인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

회지, 제44권 제7호

19) 정순구,최근희(2013),「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화과정 분석과 클러스터로서 현재의

수준 평가」,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3호

20)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벨리(Silicon Valley), 스웨덴의 시스타(KISTA), 핀란

드의 울루(Oulu) 등이 있다.

21) 권오혁(2002),『첨단산업과 도시』,한울, 13-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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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③사업에 있어서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통

한 불확실성 극복하여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 산업에서 중시되는 ⑤학습, 지식, 분위기 등 시장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측정불가능하고 명확하지 않은 요소들을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 제공하며 결론적으로 ⑥고부가가치의 혁신 기술 및

제품의 창출 기회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현대의 산업단지 계획에

서 첨단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22)

그림 5 산업집적의 네트워크 생산체계 이점 (출처_『첨단산업과 도시』)

22) 권오혁(2002),『첨단산업과 도시』,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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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형성과정

2.2.1 서남권 준공업지대

대상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 지역으로써

총 1,981,552㎡의 면적에 약 1만여 개의 업종이 입지해있는 대규모 산

업단지로 자리 잡고 있다.23) 이러한 입지 상황은 서울 서남권의 준공

업 지대로부터 이어진다. 서울의 서남권은 근대 서울의 형성시기 이

전부터 산업을 위한 도시 공간으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서울의 산업

공간으로 그 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래 현재 영등포 일대인 한강 이남의 지역은 조선시대에 한양 외곽

지역으로 한강의 자원을 이용하여 자생적 요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

역이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00년 초엽에 경인선과 경부선 부설을

계기로 도시형 상가, 관공서 등이 입지하면서 도시화된다. 이와 함께

1910년에서 1920년까지 중소규모의 요업공장들이 입지한 이후 대규모

의 ‘조선 피혁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용산 공작소, 경성방직주식회사’

등의 근대식 대공장들이 입지하면서 공업지역의 역사가 시작되었

다.24)

영등포 일대의 평탄한 지형, 풍부하고 양질의 급수, 편리한 교통, 풍

부한 노동력, 거리와 풍향으로 인한 도심에 대한 적은 영향 등은 최

적의 공장지대로 받아들여지면서 1930년대 이르러 조선총독부는 <조

선공업화정책>으로 영등포 일대의 본격적인 공업지역화를 진행한다.

일본 대기업 분공장으로 대규모 맥주공장들이 설립된데 이어 방적회

사들의 공장들이 설립되면서 공장지대로서 확고히 자리 잡는다. 곧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과 함께 영등포가 경성부에 포함되면

서 서남부는 공식적인 서울의 대표적 공업지역으로 자리 잡는다.25)

구체적인 도시계획으로 1934년 시행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는

23) 구로구(2011),『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24) 김하나(2011),「20세기 초 영등포의 도시 변화 및 위상」, 서울학연구 XLV

25) 24)김하나(201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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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철도에 인접한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상정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영등포는 공업지역

으로 설정되었다. 이와 함께 <가로망계획안>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을 통해 공업지역으로서 도로망 부설, 택지 조성, 배수시설 등 도시

기반을 마련해갔다. 일대의 지역이 공업을 위한 도시 계획으로 개발

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공장과 기타 생활시설들의 필지 의외의 지역

들은 공업지역의 기준 블록 단위인 100m*100m의 블록으로 나누어

졌는데,26) 근대적 공업지역 도시조성 계획의 표본으로서 그 이후 공

업지역의 구획에 있어서도 그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 공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상업·미지정지역이 함께 계획

되었다. 특히 미지정지역은 실질적으로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이지만 경공업지역으로 받아들여졌다.27) 이러한 소규모 공장들은 대

규모수송을 위한 철도인입선이 제외된 남서부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

인다. 이후 서쪽 공업지대를 위한 철도인입선이 계획되는 등 서울의

공업도시화 지향의 기운에 힘입어 이 영등포의 서남부로 준공업지역

이 확장되어갔다.

해방 후 1960년대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함에 따라 정부는

<도시계획법>(1962)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대체

하고, 도시계획 범위 내에 지역지구제, 가로망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구획정리사업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바탕으로 서울의 서남부

의 성격을 공고히 하였다. 동시에 <서울도시재정비계획>(1963)을 통

해 광역도시계획의 틀을 수립하고 신편입 지구(1949)에 대한 구체적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구로 및 시흥구 일대를 포함하는 영등포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추후 공단 입지의 토대를 마련하였

다.28)

1970년대는 서울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자 도시계획법 전

26) 김하나(2011),「20세기 초 영등포의 도시 변화 및 위상」, 서울학연구 XLV

27) 김하나(2011)_15마력 이상의 공장을 허용하지 않는 상업지역과 50마력 이상의 공장

을 위한 공업지역 사이의 15∼50마력 사이의 공장이 입지하였다.

28) 구로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구로구 역사, 도시계획/건설”, 구로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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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분포도
(출처_2030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면개정(1971)을 비롯하여 <대도시 인구분산시책>(1972), <수도권 인

구 재배치 계획>(1976), <서울시 도시계획>(1977)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업지역이 대폭 축소하였다. 반면 서울시의 3핵 도시구상에서 영등

포 핵은 경인·경수간의 산업지대 중심기능을 부여하여 개발하고자 하

였다. 그에 따라 51.4㎢에 이르던 서울시 공업지역 총면적이 23㎢로

축소 계획되었지만, 그 중 17㎢가 영등포와 구로구 일대 계획되어 서

울의 산업집약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29)

이 후 <수도권 정비 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

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

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되어있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의 경우

행위제한의 완화가 허용되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30)로

서 지속적인 관리가 유지되면서 도심의 산업입지로서 역할이 집중되

었다. 2000년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과도한 공업

규제에 대한 개선안으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여 규제를 차등 적용

하는데, 영등포권역은 도시형 산업진흥지구 거점으로 지정하고, 구로

권역은 공업관련 물류, 유통 중

심센터, 금천권역은 첨단산업단

지로의 전환을 구상하여 서울

의 서남부를 전통적인 제조업

와 첨단산업의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 활동축

으로 구상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서울의 서남권은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82%를(2015년

기준) 차지하면서 서울의 산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31)

29) 구로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구로구 역사, 도시계획/건설”, 구로구홈페이지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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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근거 도시계획 내용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용도지구 계획, 영등포일대 공업지역 설정

가로망계획안 공업지역 도시인프라 구축

공업기준 100m*100m 블록 구획토지구획정리사업

1936년 조선공업화정책 영등포면 공업지대 서울 편입

1949년 대통령령 제159호
경기도 시흥군상북면,동면, 및 부평군의수탄면

일부 지역(현 구로구) 서울편입

1962년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

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현재의 구로지역이 영등포구로 편입, 도시계

획구역 확장

1962년 「도시계획법」
지역지구제, 가로망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구획정리사업 , 공업용지 조성사업

1963년 서울 도시재정비 계획

광역도시계획 틀 수립, 신편입 지구(1949년)

에 대한 구체적 도시계획 수립

영등포일대 서울시 6개 부도심 선정

구로구 준공업지역 지정, 공단입지 토대

1971년 건설부고시 제198호

제198호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 목표,공업지역 감소

1972년
대도시인구분산시책,

시정종합계획

인구와 산업의 서울집중억제차원에서 공업지

역 축소

일정 시가지 내 공업단지로 집단화

1976년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구도심 산업 분산 수용 및 인구분산대책

1977년 서울시도시계획

3핵 도시 계획

영등포 핵, 경인·경수간의 산업지대 중심기능

부여

1978년 서울시도시계획

공장의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공업지역 축소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계획

일정수준의 2차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축소된 공업지역 내 공간 확보를 위해 고층화

된 공장 계획 추진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서울시 과밀억제권역 설정, 공업 규제

1991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단지 내 행위제한 완화

2000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영등포권역 도시형 산업진흥지구 거점

구로 권역 공업관련 물류, 유통의 중심센터

금천권역 첨단산업단지 전환

표 3 서남권 준공업지대 관련 도시 계획

31) 서울특별시(2015),『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보고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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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구로수출산업공단

1960년대 정부는 경제개발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근대화

와 자립경제기반 구축에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그에 따라 1962년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을 지정하

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1963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였다. 신속한 경제 개발을 위

해 경공업 중심을 수출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이 대두되었다. 이에 발맞춰 실행계획들이 정부에 제출

되었고, 정부는 주식회사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창립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구로수출산업공단의 건설을 본격 시작하였다.32)33)

제1단지

제2단지 제3단지

그림 7 구로수출산업공단 제1·2·3단지 조성 사진

32)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산업단지개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

33) 국토개발연구원(1996),『국토 50년』, 서울프레스, 1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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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근거 도시계획 내용

1962년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초

마련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대체, 구획정리 사업

을 통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1963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중심의 수출 정책 추진, 외국 투자 유치

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추진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
구로수출산업공단 근거 마련

건설부고시 제528호 제1공업단지 지정

건설부고시 제1034호 구로동 일원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

1967년 1단지 조성

54,647㎡(13만7천평) 부지 준공

중심도로 폭 25m, 간선도로 폭 15m,10m 계획

배수시설,도로,급수시설 공사 진행

1967년 건설부고시 제715호 제2공업단지 지정

1968년 2단지 조성

395,777㎡(11만9천평) 부지 준공

중심도로 폭 20m, 연장 2,620m 계획,

간선도로 폭 15m도로 150m, 12m도로 100m,

10m도로 100m를 합한 총 2,970m 개설

1단지 2단지 연결 중앙도로 공사 병행,

배수시설,도로,급수시설 공사 진행

1970년 건설부고시 제1호
경부선 철도 건너편 경기도 철산리 일대

제3공업단지 지정

1971년 건설부고시 제8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따른 일단의 공업

용지 조성시설지로 결정고시

1973년 3단지 조성

1,190,083㎡(36만평)부지 준공

1,2,3 연결 다리 ‘수출다리’ 완공(1970)

택지 정지공사, 배수시설, 고가육고 건설 및 부

대공사

1977년 공단조경기본계획 도로변 조경 및 가로수 조성

표 4 구로수출산업공단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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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을 조성하여 구로수출산업공

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후 건설부고시를 통해 제1공업단지로 구로

동 일원을 공업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1965년 단지조성을 착수하

여 1967년까지 454,647㎡(13만7천평)의 부지를 준공하면서, 폭 25m의

중심도로와 폭 15m, 10m의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공사와 배수시설,

급수시설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제2공업단지를 지정하고 1968년 도시계획사업인가를 얻어 30

395,777㎡(11만9천평) 부지에 폭 20m 중심도로를 연장 2,620m, 폭

15m, 12m, 10m 간선도로를 총 2,970m 그 해 준공하였다. 동시에 1단

지와 2단지를 연결하는 디지털로 또한 공사가 병행되었다.

1단지와 2단지의 성공에 힘입어 1970년 경부선 철도 건너편 경기도

철산리 일대 1,190,083㎡(36만평) 제3공업단지 지정하고 1·2·3단지를

연결하는 수출다리를 완공한 후 건설부고시를 통해 <서울특별시 도

기계획>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시설지로 결정고시하고 도로공

사와 택지 정지공사를 통해 산업단지로서의 도시 기반을 형성하였

다.34)

지형도의 흐름을 보면(그림8) 산업단지의 블록과 도로형태에 큰 변

형 없이 당시의 도시조직이 현재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틀이 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로공단 시기 형성된 공장기준의 필지구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3 ‘산업용지분할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용

지의 최소분할면적을 1,650㎡이상으로 규정하면서, 1단지의 약

200m*150m, 2·3단지의 약400m*200m의 블록 내 분할과 합필과정에서

대규모 필지가 유지되었다. 또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폭 확

장은 존재하지만 신설된 도로는 거의 없어35) 구로수출산업공단의 전

체적인 격자형의 도시 형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4) 구로구(2011),『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35) 정순구, 최근희(2013),「첨단산업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

계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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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966년

1972년 1985년

1992년 2001년

그림 8 구로 제1단지 지형도 (출처_『2013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가리봉동』)_ 1964년 
구로 제1단지가 조성된 이래로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개발되는 2000년대 에도 기존 구
로공단의 도로와 블록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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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구로첨단화계획

노동집약적인 섬유, 봉제 및 전자업종을 주업종으로 국가 수출을 견

인하던 구로공단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국가수출의 10%이상을 차지하

면서 성장하였지만, 80년대 중반이후 국내외 정치·사회적 혼란과 국제

유가파동에 따른 수출침제, 극심한 노사 분규 및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 등으로 산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었다. 사업성의 악화는 단

지 내 생산 환경의 저하로 이어졌고, 더욱이 국가성장에 따른 3D 업

종에 대한 기피현상과 노동의식의 향상은 구로공단의 노동자의 이탈

로 이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공동화 및 슬럼화로 악순

환이 진행되었다. 노동자가 이탈하고,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노동집

약업종인 섬유와 조립금속 등의 기존 기업들의 이전을 진행시켰다.

결국 산업단지는 중심산업인 노동집약적 제조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36)

쇠퇴하는 구로공단을 회생하기 위해 정부는 1997년 <구로산업단지

첨단화 계획>(이하 구로첨단화계획)을 진행한다. 계획의 목표는 ①연

구개발(R&D), 첨단정보·지식산업단지로 육성 ②벤처산업 육성을 위

한 Techno-Park 조성 ③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

지의 조성 ④수출증대, 생산성향상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⑤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 다섯 가지를 세우고

있다.37)

추진 방향으로 첫째, 제조업 중심의 구로단지를 연구 개발, 첨단정

보·지식산업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도시에서 요구되는 이들 산업의 입

지를 확보하고 산업단지를 첨단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 입주기업

의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1997년부터 2006년 까지 중·장기적으

로 추진하도록 하여 산업단지가 전면적인 첨단·지식산업단지로의 변

혁이 아닌 기존 제조업 기반의 업종과의 공생을 목표하였다.

36) 구로구(2011),『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37) 통상산업부고시제1997-134호,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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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은 방안으로 첫째, 구로공단의 산업 구조 변화를 위해 기

존의 공장시설 외에 (1)“지식산업, 벤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2)“정보통신산업, 벤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3)앞선 시설용도들이 “복합적으로 용도 지정된” 시설 그리

고 (4)“연구개발 벤처기업의 건축물”을 건축할 건축물 범위에 포함시

킨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①공업발전법 제3조

의2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②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

업, 패션디자인업의 지식산업 ③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정보통신관련사업 ④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였다.

동시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8)을 개정하여 중소기

업들의 입지 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표 아래,

과밀억제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제한을 완화

하고 제조업 이외에 비제조업 및 R&D업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등

의 입주를 법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비제조업 기반의 지식산업

과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서비스업들이 현재 산업단지의 주요 산업으

로 입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새로운 산업단지의 업종들은 고도기술산업, 벤처산업, 패션디자인

산업, 기타 지식산업단지로 나누어진 4개의 블록으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 재배치되도록 계획되었다.39)

38) 현재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되었다.

39) 통상산업부고시제1997-134호 <붙임1> 업종별 배치계획

용도별 구분
업종별구분

세부용도 면적(㎡) 비율(%)

정보통신산업시설용

도

+공장시설용도

고 도 기 술 산 업 728,743 48.1

지식산업시설용도

+공장시설용도

벤 처 산 업

패션디자인산업

기 타 지 식 산 업

234,013

435,749

103,366

15.4

28.8

6.8

소계 773,128 51.0

물류시설용도 뮬 류 시 설 13,785 0.9

계 1.515.6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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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키콕스 벤처센터

둘째, 2000년대 주력산업을 기술혁신형 벤처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간이 기존 공장을 활용 또는 매입하여 자율적으로 벤처단지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기존에는 아파트형공장은 공공

기관이 설립주체였으나, 1995년 <아파트형공장의 활성화 방안>을 발

표하여 민간의 설립을 허용하고 아파트형 공장 입주 및 건축 시 자금

지원과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 첨단화 계획과 함께 아

파트형공장의 입주 자격40)을 완화시킨 결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시설

로서 아파트형 공장은 활발히 공급되어 과거 구로공단과 전혀 다른

산업단지 경관을 만들어 갔다.

벤처단지 조성의 선도 사업으로 구로

첨단화계획에서 추진한 구로공단 벤처

빌딩 건립계획을 보면 공단이 만들고

자 한 첨단산업단지의 건축유형을 예

상할 수 있다. ‘키콕스 벤처센터’는 벤

처기업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에 필요한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첨단빌

딩을 건립, 저가 임대 또는 임대료를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시범시

설로 계획되었다. 대지 2,237평 연면적 8,198평의 지하3층 지상15층의

이 고층복합건물은 기술혁신형 벤처산업과 첨단업종 유치, 창업보육,

산·학·연·관 연계 지원 등의 입지를 제공하면서 구조고도화를 유도하

고자 하였다.

40) 김번욱(2014),「서울디지털단지 50년의 변천과정과 성과」, 산업입지 54호_1999년 아

파트형 공장에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산업, 영화제작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제작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 자격이 완화된데 이

어, 2006년 연구소의 연구 개발업, 창업보육센터사업 등을 추가하고, 2009년 출판업을

지식산업으로 분류·추가하였다. 2012년에는 공학연구 개발업과 인문·사회과학연구 개

발업, 경영 컨설팅업, 변역·통역서비스업, 전시·행사대행업까지 입주 범위가 확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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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구로수출산업공단은 공식적으로 명칭을 ‘서울디지털산

업단지’로 개정하고 대기업의 R&D 및 시제품 생산시설, 지식산업, 정

보통신, 소프트웨어, 패션디자인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하면서 2000년

대 중반이후 비제조업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입주기업의

50%, 종사자의 70%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

25%가 전기·전자업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

다.41) 제2단지 경우, 2009년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제2단지 지원

시설 확충사업>을 바탕으로 단지 내 10%를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

하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하여 지식

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총면적 중 50%까지 각종 소매업 업종이 설치

가능하게 함42)으로써 대형아울렛과 판매시설들이 입지하는 바탕이 되

었다. 제조공장 집합건축물로써의 의미가 강한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또한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면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과거

의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비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이루어

진 고층의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산업단지로 변화하였다.

그림 10 변화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전경 (출처_구글이미지)

41) 서울특별시(2015),『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보고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3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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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의 전략사업을 디지털 컨텐츠, 정보

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으로 삼고, 질적 고도화를 통해 금융비지

니스,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2030 서울시 도시계획>, <경제비전 2030>은 서울의 서남권을 첨단

산업벨트로 계획하고 지식산업기반43) 및 도시형 제조업44) 중심지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구로첨단화계획>이래로 현재까지 다양한 법률과 도시계획

을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첨단화가 추진·관리되고 있다. 그 대표

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산업단지는 상위법으로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이원화되어 조성·관리하고 있다. 특히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45)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

다.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용지의 용도별 구

역, 업종별 배치,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구조고도화사업계획>과 “지

식산업센터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하면서 현재 산업단지의 도시형성

의 바탕이 된다.

둘째, 전국적인 산업단지의 경제적 성장의 이면으로 단기간 협력,

산·학·연 연계 및 R&D 역량, 지식서비스산업 기반 등 혁신 역량과

정주여건이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식·

정보 교류 ↔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글로벌 경쟁거점의 ‘클러스

터’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2005년 본격적인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방안>

43) 2.1.1장 (산업의 첨단화) 참고

44) 2.1.1장 (산업의 첨단화) 참고

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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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과제 도출

1

서남권 광역중심 및 국가 차원의 산업거점으로의 기능 강화

-

-

60-70년대 준공한 생산기반의 산업단지 기능유지

서남권의 광역중심으로서 다양한 복합기능(문화·여가 등)부재

2

산업혁신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확충으로 산업경제력 제고

-

-

R&D, 교육 및 기업지원 등 산업혁신기능 부족

사업체, 종사자 등 성장률 둔화, 수도권 신규 개발지역으로 주요 업체 이전

3

산업단지 활력 및 어메니티 제고

-

-

교통정체 및 휴게공간 부족으로 종사자 환경개선 요구 지속적 발생

가로환경 등 외부공간 개선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종사자 지원시설 확충

표 5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방향

을 제시하여 시범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0년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

화사업>, 2011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향후 추진계획>으로 확

장된다. 이로써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포함한 전국의 산업단지에 테

마형 거점 클러스터 계획이 추진되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역할

을 통한 클러스터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46)

셋째, 산업단지 관련법과 사업계획들을 토대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는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여 <2030 서울시 도시계획>에

서 광역중심으로 지정되는 등 서울시 및 경기도 서남권의 일자리거점

으로 융·복합 지식산업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성

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산업적·물리

적 관리방안이 수반되지 않고 주요 기업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어, 서

울시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산업, 문화, 업무, 주거가 조

화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준공업지역을 재창조할 계획적 틀을 추진

하다, 현재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이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변화

하고, 2013년 도시재생법이 재정되는 등 제도적 변경으로 계획을 재

정비하여 2015년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제안되었다.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관한 사

항으로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은 “창조산업 중심의 융·복합거

46)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ico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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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거점 설정

특화가로 설정 종사자 친화형 환경조성

그림 11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_기본 재생 방안
(출처_『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보고서』)

점으로 육성”을 미래상으로 구상하고, 산업혁신 기반 마련 및 물리적

재생을 통한 활력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도약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1)서남권 광역중심 및 국가차원의 산업거점으로의 기능 강화 (2)산업

혁신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확충으로 산업경제력 제고 (3)산업단지 활

력 및 어메니티 제고라는 세 가지 산업단지의 과제를 도출하고(표5)

①지원 전략거접 도입 ②특화가로 조성 ③종사자 친화형 환경조성이

라는 재생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그림11)

이러한 상위 법률과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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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사업과 계획들이 진행된다. 우선 제1단지가 위치한 구로구에

서는 2005년 <구로구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에서 1단지를 첨단 IT단

지로 설정한 이래, 2010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구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구로구 준공업지역 개발 및 관리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도시정책보고서>를

통해 “①한정된 공간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②QWL(근로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지원시설의 적극 확보, ③쾌적하고, 차별화된 산업환

경 창출, ④일체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4개

부문으로 재정비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보행환경, 도로, 주

차시설, 공원·녹지 개선 계획들과 지원시설 내용, 공개공지 활용, 문화

공간 확충을 제안하고 있다.47)

다음으로 제2·3단지가 위치한 금천구의 경우 2005년 <금천구 도시종

합관리계획>을 통해 첨단산업단지화를 추진하여 “패션문화거리”를 조

성하고 공장밀집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정비를 본격화 하

였다. 현재는 <금천구 건축비전 21>을 추진하여 “①서남권 중추 도시

로의 도약, ②낙후된 도시 경관과 환경 개선, ③쾌적하고 친화적인 건

축환경, ④저비용 고효율의 건축물 가치 향상, ⑤구민 공공의식 개선”

을 계획의 목표로 삼고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공장형 건축물’, ‘오피스

형 건축물’ 등 건축물 용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도시가로경관, 야간 경관조명, 보행환경, 친환경 건축물

조성 등의 세부 실천계획과 “패션 · IT문화존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

고 있다.48)

앞서 소개된 산업단지와 연계된 제도 및 도시계획들의 내용들을 보

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도시의 방향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표6) 첫째, 도시 내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문화 및 여가 등의 복합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산·학·연

의 연계를 위한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첨단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산업

47) 구로구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http://www.guro.go.kr/city

48) 금천구 도시디자인비전21 홈페이지, http://viva21.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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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셋째,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울의 대규모 산업 집적지로서 도시 입지가 부족해

지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의 공간을 한정된 토지 내에 마련하는 동시

에 첨단산업으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활성화를 이루고 기존

산업화 과정을 통해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도시전략을 (1)토지의 집약적 활용 (2)첨단산업 구조변화 (3)도시 환

경 개선으로 구분하고 다음 장에서 관련 세부 계획의 내용들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계획 /

법률
산업관련 전략 전략 구분

산업집적법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 지속적인 산업발전 토지의 집약적 활용

2030 서울시

도시계획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첨단산업 구조변화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 상생발전 도모 토지의 집약적 활용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도시 환경 개선

경제비전

2030

융복합·글러벌·공존경제도시 첨단산업 구조변화

IT 융복합산업, GT, NT, BT 첨단산업 및

S/W, 패션·디자인 창조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구상

첨단산업 구조변화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산업·문화·주거·상업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 토지의 집약적 활용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재생·활성화 전략거점 조성 첨단산업 구조변화

혁신 교류 공간 마련 첨단산업 구조변화

종사자 친화형 환경 조성 도시 환경 개선

구로구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IT산업단지 추진 첨단산업 구조변화

금천구

도시종합

관리계획

첨단산업단지화 및 패션문화 특화 첨단산업 구조변화

구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한정된 공간 내 기반시설 재정비 토지의 집약적 활용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시설 확보 도시 환경 개선

쾌적하고, 차별화된 산업 환경 창출 도시 환경 개선

금천구

건축비전 21

낙후된 도시 경관과 환경 개선 도시 환경 개선

쾌적하고 친화적인 건축 환경 도시 환경 개선

저비용 고효율의 건축물 가치 향상 토지의 집약적 활용

표 6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도시계획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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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도시 전략

2.3.1 토지의 집약적 활용

경제학에 의하면 일정 지역 내 동종 산업분야의 다수 업체들이 서로

인접한 거리에 입지할 때, ‘집적 경제’ 혹은 ‘규모 경제’에 의해 생산비

용의 절감, 유연한 노동이동, 소비효율 증대와 그 외, 다양한 정보 습

득. 아이디어 공유, 후광 효과, 불안정성 보완 등 다양한 이점이 발생

한다.49) 산업단지는 이 집적경제를 활용하여 계획된 도시공간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서울 내 한정된 공업 토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중·소 산업 입지의 경쟁력을 높여 단지를 활성화하고, 또 새로이

유입되는 산업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산업 공간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제한적인 토지면적에서의 산업 공간을 확보해야하는

데다가 다양한 지원시설에 대해 요구되는 면적 또한 증가하면서 산업

단지의 도시 전략을 고밀도의 대형 복합 산업시설인 ‘지식산업센터’로

이끌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도시의 한정되고 고

가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층형 공장용 복합건물로 동

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

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집합건축물로

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 하고 있다.50)

이러한 공장집적시설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는 지식산업센

터를 법적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제도는 규제완화와 자금

지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행위 제한 및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건축 기준의 완화, 건설 자금 지원,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

을 제공하면서51)52)(표7)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개발의 기반이 되었다.

49) 권오혁(2002),『첨단산업과 도시』, 한울

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6(지식산업센터)

51) 이미숙,최근희(2009),「도시 지역 공장재개발수단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에 관한 연

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2집 제2호

52) 서울특별시(2015),『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보고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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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근거 상세 내용 핵심 내용

규

제

완

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과밀억제

지역 안에

서의 행위

제한의 완

화)

현행법 「산업집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공장

의 신설 등의 제한)상 과밀억제지

역 안에서는 500㎡ 이상의 공장은

신설·증설·이전·업종 변경이 승인

되지 않는 반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가

능하다.

행위 제한

및 입주

업종 제한

완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지식기반

산업집적

지구에 대

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

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

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

지 허용할 수 있다.

건축 기준

완화

자

금

지

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지식산업

센터에 대

한 지원)

서울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건축

주에 대하여 건립자금으로 건설비

의 75% 이내에서 200억원까지 대

출하며,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입주

자금의 75%이내에서 8억원까지 연

5%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을 조건으로 대출

건설 자금

저리 대출

「서울특별

시세 감면

조례」

제23조

(지식산업

센터 및

협동화공

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

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

최초 입주

기업

취득세·등

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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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1년 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

용승인서 교부일 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또는 벤처

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

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

록세를 추징한다.

「금천구세

감면 조례」,

「구로구세

감면 조례」

제 1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

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

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

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

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

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

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

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토지

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50%를 경감한다.

5년간

부동산세

50%감면

표 7 지식산업센터 지원 제도

한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산업업종의 범위는 <산업집적

법>을 통해 다음 표8과 같이 제한된다. 그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2.2.3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의 범위로

각종 연구 개발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광고업, 영상·음악 제작·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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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1항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1항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

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

하기 위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

우 :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

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

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제2조 18호에 해당하는 사업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연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업 및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디자인업, 교육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시장 및 여론

조사업 중개업 및 임대업, 보안·유지 관련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

마케팅 서비스업이 입주 가능하며, “정보통신산업”의 범위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

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업, 전기 통신업이 허용된다. 그런데 그 내용 중 상당수 상업 및 업무

시설에서 입주 가능한 업종들이 첨단산업의 이름으로 입주 허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인정되는 각종 서비스업 및 상업이 “지원시설”로 입주가 허용하고 있

다.(표8) 그 규모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4항에서 건축

연면적의 20%로 정하고 지식산업센터가 과거의 단순한 공장 집적시

설이 아닌 근로 환경을 위한 지원시설이 제공되는 복합시설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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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입주) 1항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2항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기숙사 등 종업

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

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

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

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

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

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

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

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

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

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

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

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

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

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

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표 8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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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G밸리 재생 권역 및 전략거점

2.3.2 첨단산업 구조변화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의 집적을 통해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

치하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것만이 중요하였지만, 현대의

산업단지는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신기술 개발이나

디자인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생산이 중요해졌다.

그 결과 산업단지는 지식과 정보가 집적·교류되는 긴밀한 네트워크

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주체들이 거리상 집적되어 상

호 지식과 정보가 교류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첨단 클러스터를 목

표하는 것이다.53)

이에 우선적으로 관련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를 유도하고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구로첨단화계획>(1997)에서의

장기적 재배치 계획을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지

속적인 개정해오면서 업종별로 ‘①고도기술산업, ②벤처산업, ③패션

디자인산업, ④기타지식산업’으로 구분·배치하고 있다.(그림13)

다음으로 첨단 클러스터의 긴밀

한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전문 중

소제조업체, 전문화된 대기업, 관

련대학, 연구소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각종 생산자서비스, 도

시기반시설 등이 필요하다. 따라

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단지

내 산업뿐 아니라 상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다양한 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학·연의 연계를 통한 첨단 클

러스터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한다.

53) 2.1.2장 (현대의 산업단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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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기술산업  벤처산업  패션디자인산업  기타지식산업

그림 13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_업종별 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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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위치 특성 전략 혁신앵커시설

1 제1단지
도심형

산업·업무거점

공원·녹지 등

휴게시설 보완

관람·보육시설,

체육시설

2 제2단지

패션·디자인 중심의

기능적·물리적

연계거점

패션디자인 인재

활동인프라 조성

(패션)교육·연구시설,

창업보육센터

3

제3단지

디지털로

북측

역세권 중심

복합지원 거점

다양한 지원가능

복합 도입

복합근로복지시설,

컨벤션시설

4

제3단지

디지털로

남측

제조업 기반

융·복합 거점

생활지원시설

우선 도입

(제조업)교육·연구시

설, 창업보육센터, 근

로복지시설

표 9 권역별 특성 및 혁신앵커시설 계획

지원시설의 확충 계획으로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은 단지를

현황 별로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혁신앵커시설”을

설정하고(그림12, 표9) 이를 전략거점 개발계획과 연계 진행되어 효과

를 극대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전략거점 개발계획은 2013년에 수립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

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라 지정된 7개의 구조고도화산업 부지를 전

략거점으로 선정하고 있다.(표10) 이 중 ‘서울디지털 Green Life

Center’, ‘G밸리 근로자 복지센터’,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이 승인·

고시되어 2017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54)

추가적으로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에서는 ‘복합주거시설 건립

사업’(표10_C)의 경우와 같이 향후 민간 산업시설구역을 지원시설구

역으로 변경함에 있어 ‘복합용지’로 변경하여 부지 내 전체 연면적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주거·상업·지원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하도

록 완화하되, 이 중 혁신앵커시설을 10%이상 기부채납을 권장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어 앞으로의 민간 주도 지원시설개발을 꾀함을 짐

작할 수 있다.

5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6호,<서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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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위치
면적

(㎡)
소유자

용지

구역
목적 사업내용

비

고

A

서울디지털

Green Life

Center

금천구

가산동

459-18

17,043
산업

공단
지원

-기존체육시설

개선, 편의시설

신규확충

-운동장시설의

입체화, 토지효

율 향상

운동시설 ,

근린시설 ,

어린이집

승

인
B

G밸리

근로자

복지센터

금천구

가산동

345-8

1,153 서울시 지원

-쾌적한 정주환

경 조성

-유아보육·청소

년문제 개선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

근로자기숙

사

C
복합주거시

설건립사업

금천구

가산동

505-19

5,431 민간

산업

→

지원

직주근접 효과

및 교토 혼잡도

개선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

스텔, 근린

생활시설

D
산업기술

시험원부지

구로구

구로동

222-13

1,577

산업

기술

시험원

지원 문화 및 집회시설

계

획

E
제1펌프장

부지

금천구

가산동

535-146

6,464 금천구 공공 기능 유지

F
제2펌프장

부지

금천구

가산동

550-22

10,864 금천구 공공 기능 유지

G
정수장

부지

구로구

구로동

832

19,090
산업

공단
지원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표 10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및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전략거점 사업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라는 물리적 현황에 의해 공공목적으

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9.8%만

이 지원시설 용도(그림29)로 지정되어 있어 전략거점사업이 한정적이

다.55) 그에 반해 산업시설 용도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20%까지 지원시설의 유치가 가능하며, 공개공지 설치 시에는 법정

55) 서울특별시(2015),『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보고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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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축 중심발전축 내부순환로

그림 14 G밸리 특화가로

기준용적률56)의 1.2배,

즉 480%까지 용적률 완

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개발에 따

라 산업단지 전체 대지

수의 45%이상의 부지에

공개공지가 조성되었

다.57) 따라서 공개공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

설을 활용한 네트워크

지원거점 확보에 도시전

략이 집중되고 있다.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에서는 ‘광역교통

축(디지털로), 중심발전

축(디지털1로, 서부간선

도로), 내부순환축(단지

별 내부순환도로)를 특화가로로 활성화하여 산업단지의 네트워크공간

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각 가로별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저층부의

지원시설을 지원거점으로 활용하고 공개공지를 전면으로 유도하여 가

로와 연계하여 활성화기 위한 가이드라인(표11)를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변화를 위한 전략은 지원시설의 확

충과 공개공지의 활용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산업단지 80%
200-400%

제84조

제85조준공업지역 70%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준공업지역 60% 400% 제54조, 제55조

56)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건축 밀도

57) 55)서울특별시(201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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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가로 계획 방향

광역

교통축

기조성된 공개공지의 기능적 재편

저층부

지원거점

+

전면공지

활성화

=

가로

네트워크

활성화

-

-

폐쇄적인 공지 개선 접근성 증대

지원·상업 시설 저층부 계획 및 개방

중심

발전축

가로에 접한 지식산업센터 공개공지 연계

-

-

-

공개공지 연계 및 공간개선

제조업 공장부지 담장허물기

업무·연구시설 저층부 지원·상업 시설 입지

내부

순환축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안양천수변공간 활용

-

-

-

전면공지 및 개방적 가로환경 조성

전면공지 균일 폭 조성 및 연도형 상가 배치

가로 휴계공간·이벤트 공간 활용 및 녹지 활용

부문 주요 가이드라인

저층부

형태/벽면

-

-

인접 건물과 유산한 저층부 높이 계획

지원·상업시설 가로면 개방성 고려 및 진출입구 설치

저층부

벽면지정선

-

-

주요가로축에서 5m 벽면지정서 계획

인접 건물 전면 건축선와 일치 계획 가로 연속성 확보

저층부

용도

-

-

-

1층 바닥면적 50% 또는 1,2층 연면적 합 70%이상 상업·문화·복지

시설 도입 유도

체험스튜디오, 박물관, 전시장, 기업홍보관, 도서관, 어린이집,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권장

G밸리스토어(산업체험공간) 조성 시 인센티브 부여

※ G밸리스토어 : G밸리 내 생산품에 대한 연구·생산·전시·교육·판매

등 산업의 전 과정의 체험 및 기업별 홍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

로 관리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은 인허가 절차 시 협의하여 결정

공개공지/

전면공지

-

-

-

저층부와 연계하여 공연·전시·이벤트 활동 가능하도록 계획

가로의 활동을 공지로 끌어올 수 있는 성능개선 유도

시각적 연계성을 위한 재료 및 공간 계획

담장

-

-

-

폐쇄적 가로환경을 만드는 담장 지양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한 가로 연계 및 개방감 확보

설치필요 시 투시형담장 설치 또는 차폐용 수림 식재

표 11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종합가이드라인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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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도시 환경 개선

산업단지의 핵심적 성공요인으로 기업의 집적, 네트워크 형성, 시장

접근성, 연구시설의 존재, 우수한 인력 확보의 용이성, 쾌적한 생활환

경을 들 수 있다.58) 그 중 우수한 전문 인재들의 유입은 산업단지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인재 유입을 위해서 세계의 산업단지들은 기존

의 단순생산중심의 입주공간이라는 개념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QWL)을 높일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59)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또한 2000년대 구조고도화 이후 입주업체가 급

증하면서 현재 입주업체는 10,823개사, 근로자는 136,761명이 달하

며,60) 첨단·지식산업으로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지

면서 쾌적한 근무환경과 문화·휴게 공간의 조성이 시급해 졌다. 그러

나 현재 교통 혼잡과 문화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주 환

경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61) 판교 테크노밸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마곡 산업단지 등의 수도권 인근 후발 산업

집적지로의 입주기업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62) 이에 도시계획들은 산

업단지를 근로하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①기존의 낙후된 산

업이미지 정비 방안과 ②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의 확보, ③도로 기반

시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천구 건축비전 21>은 “아이들을

58) 정순구,최근희(2013),「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

계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

59) 배경화(2015), 「도시형 산업입지로서 지식산업센터의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 사회

과학 담론과 정책 제8권 1호, 113p

60) 서울디지털밸리 산업총람, www.sdigt.com

6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조기술(2011)은 교통만족도 실태분

석을 통해 단지 내 교통 불만족이 있고, 문화시설과 지원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양대웅(2011)은 단지 종사자 의향 분석을 통해 교통시설, 공원녹지, 주거 환

경, 문화·복지 등 도시기본 환경이 미흡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순구,최근희(2013)는

단지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내 교통문제가 40.1%로 가장 심각하며

이어서, 문화·녹지공간 부족(14.3%), 편의시설 부족(7.2%) 등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조기술(2015)은 단지의 통합적 도시관리계획의 미흡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

족과 보행공간의 연속성, 적정보도 폭 확보 부족, 공지의 단절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62) 문석철(2015),「G-Valley의 발전과 구조고도화」, 서울경제 Vol.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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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구

분
항목 주요 디자인 가이드라인

오

피

스

형

건

축

물

공

통

사

항

배

치
배치

-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울 디지털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상 해당 계획의 지침에 맞게 배치함

소규모의 대지에 설계 시 대지 내 공지를 인접 건물의 공

지와 집중되게 배치함

외

관

저층부

처리

- 연속적으로 상업가로가 형성된 지역의 경우, 건물의 저층

부는 주변건물과 건축선, 건축높이를 일치시키고, 1층 바

닥높이는 가능한 전면도로(보도)높이와 같도록 계획함

색채
- 저채도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사용, 채도가 높은 원색 및

형광색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함

기타

설비물

- 기타 설비물을 집약화, 축약화하여 배치하고 구조물, 가림

막, 식재 등으로 차폐함

야간

조명

- 공공시설, 연면적 10,000㎡이상 건축허가 건축물 신축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함

조

경
친환경

- 200㎡이상의 공지는 전체면적의 30%이상을 친환경적이면

서 투수성있는 바닥재를 사용하도록 함

특

별

사

항

배

치

외부

공간

- 녹지축 조성사업 가로에 접한 해당 필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 전면보도와 단차 없이 친환경 바닥 포장 계획함

주차

-

-

-

2면 이상 접도한 필지의 경우 보행량이 많고 위계가 높은

도로의 차량진입을 금지,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함

차량진출입구는 인접건물과 연계·집중되도록 배치함

옥외주차장 및 서비스동선은 가능한 한 건물의 후면에 입

지하도록 함

외

관

형태

재료
-
오피스형 건축물의 주요 이미지를 결정하는 캐노피와 지

붕층을 중점적으로 디자인, 특히 가각부에 입지한 경우

키우기 좋은 마을,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활기 넘치는 쾌적한 상업가

로, 도시환경에 기여하는 공장 업그레이드”라는 목표를 세우고 건출

물 용도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배치·조경·외관의 통합디자인을

통해 도시경관 관리를 실천하고자 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공장형 건축물(일반 공장)’과 ‘오피스형 건축물(지식산업센터)’가 포함

되어, 공지 및 차량 진입의 집중배치, 공지 및 옥상의 녹화, 외피 디

자인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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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층 디자인의 랜드마크적 요소를 강조함

조

경

옥상

녹화

-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은 옥상면적의 30%이상 녹화

20m 이상 폭원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해당 도로변에

접한 옥상부분에 최소폭 1m이상을 녹화

공

장

형

건

축

물

공

통

사

항

배

치
배치

- 전면도로와 면한 필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또는 최소 3m이상 이격하여 배치하고 그 외 인접대

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m이상 이격하여 배치함

외

관

담장

-

-

폐쇄적인 가로환경을 만드는 담장 설치를 지양함

담장을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차폐용 수림을

식재함

색채 - 오피스형 건축물과 동일

형태

재료

- 공장의 전면 혹은 측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함

공장의 형태를 활용하여 랜드마크로 계획함

기타

설치물
- 오피스형 건축물과 동일

야간

조명
- 오피스형 건축물과 동일

조

경

조경 및

벽면

녹화

-

-

전면도로에 접한 부분에 1m 이상 폭원의 조경 및 휴게공

간을 설치함

건축 설계단계부터 벽면녹화를 고려, 조경과 연계된 적극

적인 녹화계획 수립

친환경 - 오피스형 건축물과 동일

특

별

사

항

63)

배

치

외부

공간

-

-

오피스형 건축물과 동일

물품의 하역공간을 충분히 고려

주차

-

-

-

차량진출입구는 가능한 한 2개소 이하로 조성함

2면 이상 접도한 필지의 경우 보행량이 적고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차량진입유도

공장의 전면에 옥외주차장 설치시 주차장 주변을 식재 등

을 활용하여 차폐함

조

경

옥상

녹화
- 오피스형 건축물과 동일

표 12 <금천구 건축비전 21> 건축물 용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63) 특별사항*은 금천구에서 추진 중인 녹지네트워크 가로이다. 금천구 녹지축 조성사업

대상 가로와 폭원 20m이상의 도로로 <금천구 건축비전 21>에서 이에 대한 특별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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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지역 쌈비형 공지 설치 예시도

가각부 쌈지형 공지 설치 예시도

그림 15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도시기반시설지침>
_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도시경관 개선

과 휴게·문화공간의 제공

을 위해 전면부 공개공지

에 관한 지침들이 집중적

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6년 고시된 <가산디

지털산업단지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

에서는 대지 내 개방된

공지를 대지경계선으로부

터 폭 3m의 보도를 포함

한 폭 8m 이상 규모로

건축물 전면부에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필지내부의 공개공지형 쌈지형 공지 및 가각부 쌈비형 공

지(그림15)를 공공보행로 연계하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보행의 기

능보다 휴식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지침 이외에 휴게·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인 사업들을 보면, 2009년 구로구에서 <창조길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대형할인매장으로 이어져 이용량이 많은 ‘창조길’

(시흥대로∼디지털단지로, 그림16_a)에 공중선의 지중화와 가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쉼터와 이벤트를 제공하고 가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교통정체 완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기

존 2.5∼3m의 보도 폭을 5m로, 13∼18m의 차로 폭을 19∼20m로 확

장하였다.64) 금천구의 경우 2011년 <패션·IT 문화존 사업>을 가산디

지털단지역에서 마리오 아울렛까지의 부지(그림16_b)에 시행하였다.

그 내용으로 패션·IT파크길을 조성하여 서남권 교통의 요충지이자 패

션 쇼핑거리로 계획하면서 주민참여 문화예술 공간을 연계하여 패션,

IT,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명소를 구상하였다.65)

64) 구로구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http://www.guro.go.kr/city

65) 금천구 도시디자인비전21 홈페이지 http://viva21.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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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교통현황 및 도시환경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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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창조길 전경 그림 18 패션·IT 문화존 조감도

사업명 내용 및 규모
사업

기간
기대 효과

A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금천구 독산동(금천IC)∼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

교남단)

2010

∼2020

G밸리 연접구간

지하화로 동서간

유입교통량 감소

B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도로개설 폭4차로(12∼

26m), 연장 435m(지하차

도 폭 2차로, 연장 310m),

서부간선도로 진출램프

(폭 1차로, 연장 235m)

2013

∼2018

디지털로의 교통정

체를 해소하고 경

부선 철도로 인한

동서간 단절 해소

C

지하철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충

추진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1개소, 확장 2개소(4

번, 6번 출구)

2013

∼2019
출퇴근시 혼잡방지

-
G밸리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 조성사업

G밸리 주요지점 전기버스

노선 시범 도입

2016

이후

대중교통 이용 편

의성 향상

표 13 교통편의성을 위한 현 추진사업

마지막으로 교통현황에서는 산업단지 내 보도의 폭이 협소하고 단절

되면서 보행 만족도가 낮고, 차량 도로의 경우에도 폭이 좁고 종합계

획의 부재로 필지별 도로 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1·2·3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우회도로 부족으로 인해 교통체증

이 심화되고 있어, 폭원과 공간 업그레이드의 도시산업을 통한 보행

환경개선과 도로정비를 시행해오고 있다.66) 현재 교통개선과 관련하

66) 구로구(2011),『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111-1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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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금천구 건축비전 21>

<가산디지털산업단지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

그림 19 차량 진입 및 보행 연결에 관한 지침 사항

여 산업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

업,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지하철7호선 가산

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충 사업>, <G밸리 전기차·친환경 특

화단지 조성사업>(그림16, 표13)이 있다.

동시에 앞서 살펴본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금천구 건축비

전 21>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개발 시 개별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을

최소화하고 인접대지와 공동사용을 권장하여 보행단절의 최소화 및

도로 일부 구간 차량 정체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차량진출입 가이드

라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산디지털산업단지내 건축허가 관

련 도시기반시설지침>에서 마찬가지로 차량에 진출입의 제어와 주차

장의 지하화에 대한 권장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그림19) 신·증

축 시 대지에 접한 도로변으로 3m 이상의 폭원의 도로를 확보하고

인접한 필지 도로의 선형을 서로 일치하게 조성토록 한다.

이러한 차량동선 조절을 통한 보행 공간 및 공지의 환경개선은 휴

게·문화 공간 조성, 도시 경관 개선과 연계될 뿐 아니라 지원거점의

접근성 확보와 지식산업센터의 동선 및 배치 계획에 연계된다. 이처

럼 도시환경개선과 클러스터활성화, 지식산업센터정비의 계획들이 상

호 연관되어 작

동하고 면서 ‘토

지의 집약적 활

용, 첨단산업 구

조변화, 도시 환

경 개선’의 도시

전략들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서울디지털산업

단지의 공간 양

상에 영향을 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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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 이상 건설 비율(%)   최대 연면적(천㎡)

그림 20 지식산업센터 건설 규모 흐름

3.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도시 전략과 공간 분석

3.1 토지의 집약적 활용과 공간 양상

3.1.1 대형 집적 산업시설

도시 내 공업용지의 집약적 활용을 위한 대형 복합 산업시설의 지식

산업센터 개발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진

행되어 연간 평균 3∼4개동의 공급되었다. 그 결과 단지 내 현재 준

공된 건물로만 약 100채를 보유하면서 서울시 전체 지식산업센터 중

약 55%가 밀집되어있는 최대 지식산업센터 집적지로 자리매김하였

다.67)68) 제1단지의 경우 전체 산업시설구역 면적 319,321㎡ 중 90%인

288,976㎡ 대지를 지식산업센터가 점유하고 있으며(그림21) 개발이 사

실상 완료되어 2008년부터 신규 개발이 연간 평균 0.7개동으로 감소

한 1단지와 달리, 3단지의 경우 2008년 이후 연간 평균 3개동의 지속

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1단지와 같이 그 점유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는 단지 내 산업공간의 전형으

로 자리 잡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

고, 최초 분양자들의 취

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면서 개발을 통한 분

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

라 민간건설사들은 대규

모 개발을 통해 고수익

을 창출할 수 있었다.69)

67) 문석철(2015),「G-Valley의 발전과 구조고도화」, 서울경제 Vol.121, 24p

68) 서울특별시(2015),『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보고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69) ‘㈜대륭건설’과 ‘㈜에이스건설’은 지식산업센터의 잇따른 성공으로 2000년 초부터 지

속적인 건설을 통해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각각 17개동을 시리즈로 준공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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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공장 기준의 대형필지로 이루어진 도시조건으로 대형건축물의

입지가 용이하다. 그에 따라 매해 해당년도에 건설되는 지식산업센터

의 최대 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단지 내 평균 연면

적인 50,000㎡이상의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건설비율도 증가 추이를

보인다.(그림20) 한 예로 2004년 준공된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의 경

우 사실상 세 동의 지식산업센터가 합쳐져 지상15층, 연면적 190,393

㎡으로 건축면적은 14,952㎡에 달한다. 이는 ‘63 빌딩’ 업무시설 규모

의 산업시설을 수용하면서 약 1.5배 넓은 건축면적을 차지하는 규모

이다.(표14)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33,000㎡이상을 대형, 연면적

66,000㎡이상을 초대형 오피스70)로 분류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상당수가 대형 건물임 짐작할 수 있다.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63 빌딩

위치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층수 지상 15층 지상 60층

연면적 190,393㎡ 166,097㎡

건축면적 14,952㎡ 10,592㎡

표 14 지식산업센터와 일반 업무시설 규모 비교

며, 현재 ㈜대륭건설의 경우 ‘대륭테크노타운 19차’의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70) 대형 또는 초대형 빌딩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국내의 전문기관 오피스 등급 분

류체계에서 통상 연면적 66,000㎡ 이상을 초대형 빌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감정

원은 연면적 33,000㎡ 이상 또는 지상21층 이상의 오피스를 대형 빌딩으로 보고 그 외

성능기준을 충족할시 프라임급 빌딩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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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일반산업시설  오피스 및 R&D연구소  지원시설  판매시설

그림 2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건축물 분포 현황



- 51 -

준공

년도
건물명 주소

층

수

건축

면적

(㎡)

연면적

(㎡)

건폐

율

(%)

용적

률

(%)

1996 동일테크노타운1차 구로동 826 8 1,009 9,177 60% 389%

1997 동일테크노타운2차 구로동 826-1 7 676 4,876 60% 359%

1998
에이스테크노타워1차 구로동 97-17 10 3,062 34,233 55% 472%

대륭테크노타운1차 가산동 27-24 6 3,961 28,360 60% 370%

2000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구로동 197-7 11 2,386 25,358 48% 422%

대륭테크노타운2차 가산동 69-21 10 2,844 27,374 57% 417%

2001

에이스테크노타워3차 구로동 97-48 12 3,323 38,080 51% 434%

코오롱테크노밸리 가산동 60-4 14 2,045 25,704 48% 437%

대륭테크노타운3차 가산동 448 13 4,429 63,671 43% 459%

2002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구로동 97-22 13 2,790 40,420 44% 478%

벽산디지털밸리1차 구로동 12-16 10 2,906 34,122 53% 479%

대륭테크노타운5차 가산동 493 10 2,461 27,037 50% 398%

SK트윈테크타워 가산동 345-9 11 6,614 74,932 48% 380%

2003

에이스트윈테크노타워1차 구로동 212-1 14 2,680 41,724 41% 480%

에이스트윈테크노타워2차 구로동 12-30 14 2,651 41,049 42% 480%

한신IT타워 구로동 235 14 4,754 81,900 37% 480%

우림e-비즈센터1차 구로동 170-5 14 3,842 60,133 41% 479%

e-스페이스타워 구로동 12-26 10 3,586 38,116 58% 479%

대륭테크노타운7차 가산동 89-11 14 999 14,552 37% 399%

벽산/경인디지털밸리2차 가산동 81-10 15 4,289 71,661 36% 459%

2004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구로동 191-7 14 2,852 42,352 42% 479%

벽산디지털밸리3차 구로동 12-13 12 2,955 38,580 52% 476%

코오롱빌란트1차 구로동 222-7 15 4,033 57,122 46% 573%

이앤씨드림타워2차 구로동 97-10 13 3,144 47,419 44% 480%

이앤씨드림타워3차 구로동 97-33 13 2,215 32,213 46% 490%

이앤씨드림타워5차 구로동 97-13 12 1,644 19,966 54% 495%

한신IT타워2차 가산동 60-18 14 1,994 30,489 41% 479%

마리오패션타워2차 기산동 60-52 14 2,962 27,914 58% 399%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 가산동 60-24 15 4,385 63,458 45% 480%

고려테크온 가산동 715 7 1,511 13,910 60% 399%

대륭테크노타운6차 가산동 493-6 15 2,939 47,938 25% 436%

대륭테크노타운8차 가산동 81-11 15 4,580 74,868 38%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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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라이온스밸리1차 가산동 71-28 15 14,952 190,393 54% 480%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2차 가산동 426-5 15 3,985 65,085 39% 480%

2005

우림e-비즈센터2차 구로동 184-1 14 3,652 40,194 43% 469%

이앤씨드림타워6차 구로동 97-28 13 2,463 32,987 49% 479%

마리오디지털밸리 구로동 22-12 15 4,738 74,102 40% 477%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구로동 235-2 14 4,798 74,300 41% 480%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구로동 87-10 14 2,484 40,160 43% 479%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구로동 811 15 6,025 93,432 51% 479%

대륭포스트타워1차 구로동 212-8 20 5,113 93,507 37% 476%

대륭포스트타워2차 구로동 82-13 15 4,921 77,413 48% 480%

리더스타워 가산동 60-15 15 3,356 51,505 47% 478%

SJ테크노빌 가산동 60-19 15 5,966 99,821 41% 454%

벽산디지털밸리5차 가산동 60-73 15 5,099 60,595 60% 479%

에이스테크노타워9차 가산동 45-30 15 4,201 66,898 41% 480%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가산동 470-5 14 2,777 43,457 41% 480%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가산동 05-14 15 2,752 48,355 37% 479%

2006

코오롱빌란트2 구로동 222-8 14 3,305 39,702 54% 532%

스타밸리 가산동 60-11 14 4,378 51,744 55% 479%

승일벤쳐타워 가산동 71-42 12 911 12,745 37% 388%

뉴티캐슬 가산동 429-1 14 3,963 48,864 52% 480%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가산동 680 13 5,066 64,000 52% 480%

2007

삼성IT밸리 구로동 197-5 14 3,703 46,627 51% 480%

대륭포스트타워3차 구로동 182-4 14 3,161 51,040 45% 479%

IT미래타워 가산동 60-21 20 1,591 31,873 32% 479%

롯데정보통신 가산동 533-2 15 3,108 35,389 51% 399%

제이플라츠 가산동 59-11 15 6,202 61,707 48% 475%

2008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구로동 22-14 20 2,215 43,023 33% 480%

이노플렉스1차 가산동 71-47 15 1,296 23,499 39% 479%

이노플렉스2차 가산동 71-59 15 1,036 17,782 42% 480%

대륭테크노타운12차 가산동 27-32 15 5,480 88,013 46% 480%

대륭테크노타운13차 가산동 664 14 2,064 24,312 56% 455%

호서대벤처타워 가산동 319 13 4,114 54,984 55% 479%

롯데IT캐슬2차 가산동 71-16 30 897 18,307 35% 479%

2009 벽산디지털밸리7차 구로동 70-13 14 153 25,438 43%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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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하이앤드타워6차 가산동 60-25 20 3,814 59,084 47% 479%

벽산디지털밸리6차 가산동 481-4 15 3,511 59,868 42% 480%

디지털엠파이어 가산동 685 15 2,813 47,227 43% 480%

파트너스타워1차 가산동 45-13 15 1,912 25,831 55% 480%

이앤씨벤처드림타워8차 가산동 27-27 15 1,455 23,561 40% 480%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가산동 71-50 20 4,484 89,558 37% 480%

에이스하이엔드타워5차 가산동 05-18 20 1,321 23,723 40% 480%

한라시그마밸리 가산동 45-90 20 3,577 74,380 34% 480%

2010

한화비즈메트로 구롱동 851 18 3,438 53,853 46% 480%

파트너스타워2차 구로동 128-3 14 1,335 18,660 50% 477%

태평양물산 구로동 97-21 19 3,515 46,550 56% 454%

백상스타타워1차 가산동 60-17 15 1,729 27,862 40% 480%

대륭포스트타워5차 가산동 60-3 20 4,135 77,006 44% 480%

대륭포스트타워6차 가산동 50-3 20 6,581 99,970 50% 479%

갑을그레이트밸리 가산동 60-5 20 3,890 64,470 43% 480%

백상스타타워2차 가산동 59-22 15 1,536 22,456 44% 480%

STX V-TOWER 가산동 71-37 20 3,916 71,495 39% 479%

KCC웰츠밸리 가산동 470-8 14 1,435 24,397 42% 480%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가산동 45-33 15 1,381 24,322 41% 480%

에이스하이엔드타워8차 가산동 345-4 18 2,278 45,096 36% 474%

IT프리미어타워 가산동 45-50 20 2,515 37,985 49% 479%

2011

CJ엘리시아 가산동 60-69 15 1,651 21,994 49% 410%

더루밴스밸리 가산동 691-3 15 1,699 31,327 40% 480%

가산비즈니스센터 가산동 371-6 15 1,549 24,462 46% 479%

2012

JnK디지털타워 구로3동 22-3 18 3,761 56,904 48% 480%

대륭포스트타워7차 구로동 70-10 20 1,799 49,587 30% 480%

BYC하이시티 가산동 71-17 24 6,416 65,609 47% 480%

대성디큐브폴리스 가산동 543-1 30 7,204 161,699 33% 480%

에이스하이엔드타워9차 가산동 481-2 14 2,795 42,082 47% 479%

2013
G플러스코오롱디지털타워 구로동 22-31 18 2,110 46,966 34% 479%

가산HyHill 가산동 60-8 20 6,451 98,996 51% 438%

2015 대륭테크노타운17차 가산동 670 18 3,457 66,235 43% 480%

표 15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현황

(서울시 공공데이터 제공자료 바탕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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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구조모듈에 따른 가변형 평면 

(1) 실 구조

초대형의 산업집적시설인 지식산업센터 제한된 공업 토지에서 다량

의 공장을 제공하면서 산업의 입지경쟁력 확보라는 도시적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지식산업센터의 실은 전체 규모의 대형화와 별개로 건축물의 구조

모듈에 따라 계획된다. 구조는 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를 택하고 있으

며71), 평균 8m 간격의 기둥을 구조모듈로 한다. 복도를 기준으로 수

직방향으로 2개의 구조모듈을 최소 공장유닛으로 계획하여, 복도에

면하는 공장개수를 최대한으로 계획하면서도 약 16m 장스판의 공간

을 제공하여 면적 150㎡정도의 소형 공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

다.72) 하지만 실 사이는 가벽으로 구획하여 한 층을 단일 기업이 분

양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한 공장면적에 대응하고 있다. 연도별 최대

건축면적의 최소 공장유닛의 모듈을 분석한 결과 최대 14,952㎡에서

최소 1,699㎡까지의 건축면적 차이와 상관없이 평균 8.1m*16.1m, 표

준편차 0.34m, 2.09m의 범위로 유지되고 있다. 즉 가변형의 실구조로

면적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장유닛의 최소단위는 구체적인 생산

활동의 규격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구조모듈에서 분

양 상품을 최대한으로 획

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

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주기업의 유형들이

그와 같은 소형 공간을 수

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71) 전영성,박재승(2004),「도심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를 위한 건축계획적 연구」,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11호

72) 정해진 공장의 규격사이즈는 없지만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정에 따라 적합한 평면

레이아웃을 수용하는 규모로 계획되는 것이 기본이며, <건축법>과 <산업집적법> 상

건축면적 500㎡을 기준으로 공장등록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어 통상의 공장 규모가 건

축면적 500㎡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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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년도
건물명

건축면적

(㎡)

공장

모듈(m)
평면도

2000
대륭테크노타운

2차
2,844 8*18

2001 대륭테크노타운
3차

4,429 8.3*17

2002 SK트윈타워 6,614 8.7*18.6

2003 한신IT타워 4,754 8.4*20.4

2004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14,952 8*16

2005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6,025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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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5,066 8.3*16.6

2007 제이플라츠 6,202 8.1*17.4

2008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480 8*15

2009
에이스하이엔드타원

3차
4,484 8.4*16.8

2010
대륭포스트타워

6차
6,581 7.1*14.6

2011 더루밴스밸리 1,699 7.8*14.6

2012
대성

디큐브폴리스
7,204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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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G플러스코오롱

디지털타워
2,110 8*13

2014
대륭테크노타운

17차
3,457 8*14.5

표 16 지식산업센터 공장 모듈 

유형 편복도형 중복도형
양복도

연결형

양복도

회랑형
계단실형 홀형

형태

표 17 복도 유형 구분

(2) 복도 및 코어 구조

지식산업센터의 내부 평면은 고밀도의 복도식 아파트형으로 발전하

여 지식산업센터의 입지경쟁력을 높이면서 분양사업의 사업성을 제공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복도와 코어의 구조는 최대한의 공장 집적과

다량으로 밀집되어있는 공장 동선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계획되었다.

복도 유형에 따른 용어는 선행연구73)를 바탕으로 편복도형, 중복도

형, 양복도 연결형, 양복도 회랑형, 계단실형, 홀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복도와 코어의 양상을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

의 시리즈 건물 중 유사한 기준층의 바닥 면적을 수용하는 사례들을

비교하면 지식산업센터의 평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표18) 1998년

준공된 ‘대륭테크노타운 1차’를 보면 공장 형태와 내부 배치가 정형화

되지 않고 층별로 다른 형태의 공장평면과 복도유형을 가지고 있다.

73) 윤소희,김석태(2014),「기능과 복도유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조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5) 93-101p / 김홍규,노정실(1993),「공동 주택단지의

복도유형별 주거 환경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9(7), 51-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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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대륭테크노타운 1차

준공 1998년

바닥면적 3,856㎡

코어 단일 코어 / 중앙 배치

복도 계단실형 + 중복도형

건물명 대륭테크노타운 3차

준공 2001년

바닥면적 4,272㎡

코어 다중 코어 / 분산 배치

복도 중복도형

건물명 대륭테크노타운 8차

준공 2004년

바닥면적 3,998㎡

코어 이중 코어 / 분산 배치

복도 양복도 회랑형

표 18  지식산업센터의 배치형태 흐름

중심 코어가 있고 양 끝에 비상계단이 분산되어 있으나, 중앙복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단일 코어가 중앙에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도는 가벽을 통해 층별로 다른 형태로 공장상황에 맞게 짜

맞춰 넣으면서 코어의 후면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어의 방향과 중앙 홀의 존재를 볼 때 준공당시 계단실형의 평면이

었으나, 후에 공장이 분할 분양되면서 가변형의 중복도를 추가한 것

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초창기의 지식산업센터가 중형 이상의 공

장 분양을 목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비제조업의 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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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식산업센터의 복도

증가하고 소규모 공간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도시형 제조업74)이 주 소

비층이 되면서 배치의 형태도 변화한다. 2001년 준공된 ‘대륭테크노타

운 3차’는 일렬로 배치된 소형 공장단위의 실을 중복도로와 연결하여

개별입구를 가진 다량의 실을 제공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

규모 공장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각 유닛의 개별입구가 필요해

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코어는 중앙에 중심적인 코어가 위치하지만,

복도의 거리가 104m로 길어 앞서본 ‘대륭테크노타워 1차’와 마찬가지

로 복도 끝에 비상용 수직 동선들이 분산되어 배치되어있다.75) 상당

한 규모의 주 코어가 있음에도 보조 동선이 제공된다는 것은 지식산

업센터가 대형집적산업시설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도형 평면은 소형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계획

되긴 하지만, 양복도형 평면이 본격적인 지식산업센터 개발의 전성기

인 2004∼2005년76) 사이의 지식산업센터 중 76%에 계획되면서 기본

형으로 자리 잡는다. 2004년 준공된

‘대륭테크노타운 8차’는 전형적인 양복

도형 평면이다. 복도를 양복도로 계획

하여 그 사이에 이중코어와 회랑 배치

하면서 약 70m의 거리로 나열되어있는

최대 18개실의 공장들의 동선 거리를

줄이고 있다. 한편 중심의 회랑은 직선

복도에 개방감을 확보하지만, 그 복도

의 폭이 공장을 포함한 산업시설임에

도 2.4m∼3m77)이고, 폐쇄적인 공장입

74) 2.1.1장 (산업의 첨단화) 참고

75) <건축법> 제64조의 승강기에 대해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승강기

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35조에의 피난계단

설치에 대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를 넘는 경우 그 2천㎡ 이내마다 1개소의 피

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76) 2004년 15개동, 2005년 14개동이 준공되며 2016년 기준 20년 동안 시행된 준공사례

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건설이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다시

22개동이 제2·3단지 중심으로 건설되었다.

77) 전영성,박재승(2004),「도심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를 위한 건축계획적 연구」,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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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연결되어 있어 다른 공장과 단절된 삭막한 복도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그림23) 따라서 복도공간의 질적 개선보다는 최소 동선 공간으

로 최대 실 면적 확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평균 8.1m*16.1m의 구조모듈에 따른 실 형태와 대형평면에

다량의 공장의 동선을 수용하기 위해 발전된 양복도 이중코어 계획은

일부 사례에서 ‘대륭테크노타운 8차’와 같은 기본 형태 외의 유형들로

도 관찰된다.(그림24) 사례들을 보면 대지면적이 11,000㎡ 내외의 대

형 필지를 바탕으로 평균 43%의 건폐율로 건물이 계획되면서 대략

5,000㎡의 건축면적으로 다양한 평면 형태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층이 약 4,000㎡의 유사한 바닥면적으로 계획된 유형들에서 승객

용 승강기 한 대당 표준편차 76㎡으로 평균 약 600㎡의 공장면적을

할당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 평면 유형으로 약 4,000㎡의 기준층 바닥

면적인 ‘대륭테크노타운 8차’가 승강기 한 대당 약 500㎡를 수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표19) 기준층의 평면의 유형과 별개로 고밀의

집적이 여전히 평면계획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신IT타워 코오롱빌란트1차 대륭테크노타운8차

마리오디지털밸리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에이스하이엔드3차

그림 24 지식산업센터의 평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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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준공

년도

(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기준층

바닥면적

(㎡)

공장/코어

(㎡)

한신IT타워 2003 12,870 4,754 37 4,415 597(3,581/6)

코오롱

빌란트1차
2004 8,798 4,032 46 3,175 646(2,584/4)

마리오

디지털밸리
2005 11,936 4,738 40 4,286 498(2,988/6)

코오롱싸이

언스밸리2차
2005 11,832 6,025 51 4,288 704(2,816/4)

평균 - 11,360 4,890 43 4,040 611

대륭테크노

타운8차
2004 11,977 4,580 38 3,940 503(3,020/6)

에이스하이

엔드3차78)
2009 12,106 4,484 37 3,166 279(2233/8)

표 19 지식산업센터의 평면 유형별 면적 산정표

3.1.2 복합 산업시설

지식산업센터는 대형 집적 산업시설로 입주자들의 편의 및 생산 지

원을 위해 내부적인 지원시설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다. <산업직접

법>은 이에 지원시설을 산업시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

설로 다양한 업종을 허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는 단순

산업시설만 집적된 대형건물이 아닌 다양한 지원시설이 계획되어 복

합 산업시설로 발전하고 있다.

(1) 지원시설의 증가와 종류

1999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연

면적의 30% 이내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

의 입주를 허가한 이래 2003년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20%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저층부 용도에 대해서는 1

78) 에이스하이엔드3차는 홀형 혹은 계단실형 복도유형으로 소개하였으나, 시기상의 차

이로 평면 유형별 면적비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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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면적비율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2000) 에이스테크노타워 3차 (2001)

 

대륭포스트타워 1차 (2005) JnK디지털타워 (2012)

그림 26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공간양상 흐름

층 바닥면적의 50%

또는 1, 2층 연면적

합 70%이상을 상

업·문화·복지시설로

권장하고79) 있어 산

업시설 내 지원시설

은 저층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림25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장면적 대비 지원시설의 면적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원시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식산업센터 저층부의 평면을 보면 지원시설의 면적이 증가

할 뿐 아니라 산업시설의 보조시설로써 부속되어 있던 지원시설에서

지식산업센터 저층 공간의 독립적인 용도로 계획됨을 확인할 수 있

79) 서울특별시(2015),『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보고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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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산업시설에서 복합 산업시설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그림26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개발의 초창기에 준공된 ‘에이스테크노

타워 2차(2000)’와 ‘에이스테크노타워 3차(2001)’에서 저층공간은 공장

으로 계획되어있으며, 1층 전면부에 배치된 지원시설은 출입구가 내

부 복도로만 연결되어 있어 지원시설이 산업시설 근로자들을 위한 보

조시설로써 계획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

정착기에 준공된 ‘대륭포스트타워 1차(2005)’의 1층 평면을 보면 저층

부 전체에 지원시설이 입주하였으며, 경계부에 위치하는 지원시설의

경우 공지와 접하는 개별 입구가 계획되었다. 이처럼 지원시설이 산

업시설의 부속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지원용도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계획에서 고려된다. 근래에 준공된 ‘JnK 디지털

타워(2012)’의 경우 외부 보행 동선과 연결되는 중정을 회랑 형식으로

감싼 지원공간을 계획하여 지원시설과 도시와의 적극적으로 연결을

유도하는 등 건축 계획적으로 복합시설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면적의 증가와 공간 계획적 변화와 달리 입주되는 지원

시설의 종류는 한정적인 상황이다. 2.2.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적으로 허용되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의 종류는 ①

금융·보험·무역 시설과 물류시설 상품판매시설 등 운영 지원 ②교육

시설, 보육시설 등의 근로 지원 ③근린생활시설, 상점, 의료시설 등의

생활 지원 ④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의 문화 지원으로 구분된

다. 이 중 실질적으로는 식당, 매점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80)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복합시설로써 한계가 발견된다.

(2) 지원시설 건축계획

도시계획에서 저층부에 지원시설을 계획할 것을 유도하고, 앞선 양

상에서 보듯이 지원시설이 산업시설로부터 독립적인 상업시설로 그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저층은 지원영역으로 점유되고 있

다. 그 결과 저층 지원시설의 활성화가 예상되지만 그 한계가 발생하

80) 전영성,박재승(2004),「도심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를 위한 건축계획적 연구」,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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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 사례로 ‘대륭포스트 1차’는 제1단지의 중심에 위치하며

중심가로인 디지털로와 면하면서 도시적 접근성이 매우 유리한 조건

이다. 그 평면을 보면 1층 전체가 지원시설이 입주되어 있으며, 전면

공지와 접하는 지원시설의 경우 개별 입구를 가지면서 접근성을 높이

고 있다.(그림27) 그러나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면부의 개별 입

구 외에는 도시와의 연결에 대한 내부적 건축계획이 부재한다. 중앙

입구에서 지원영역을 연결하는 중심의 에스컬레이터와 아트리움 아래

휴식공간을 잇는 중앙 홀이 계획되어있으나, 내부의 지원시설 입구들

은 홀과 연결되지 않고 2m 폭의 좁은 복도로 연결되면서 하면서 내

향적인 동선으로 계획되고 있다.

그림 27 대륭포스트 1차 1층 지원시설 평면계획

그림 28 내향적인 지원영역의 공간과 산업영역과의 분리(좌), 중앙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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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주로 식당으로 이루어진 지원시설

들은 식사시간에만 건물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하고81) 그 외

의 시간에는 한산하며, 전면부의 일부 시설 외에는 외부적인 고객 유

입도 적은 상황이다. 또한 저층부의 지원영역의 경우 중앙 에스컬레

이터를 통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산업영역과의 연결

은 후면의 아트리움을 통한 시각적 연결 외의 직접적인 연결은 코어

로만 이루어지면서 분리된 영역으로 경험되고 있다.(그림28)

지원영역 공간 양상들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복합 산업시설로 계획되어가면서 지원시설의 비

중이 증가하고 도시와 연결을 강화하려 하지만, 그 프로그램과 내부

공간계획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산업시설과도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본래의 제도적 목적과 같이

지원시설이 적극적으로 복합되어 산업시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3.1.3 소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제한된 공업용지 안에서 구로공단에서부터 이

어지는 서울의 준공업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수용하

고자 한다. 때문에 상위법 <산업집적법>을 통해 공장집적시설인 지

식산업센터에 일반 업무시설과 다른 많은 혜택을 수여하고, 개발을

지원하면서 서울 내 산업 영역의 확보라는 거시적 도시 방향을 구체

적인 건축해결방안으로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본 장에서는 지식산업

센터의 토지의 집약적 활용에 관한 공간 양상을 확인하였다.

우선 지식산업센터는 대형 집적 산업시설로 발전하였다. 지식산업센

터는 평면계획에서 소형 공장들의 일렬배치와 가변구조 그리고 이중

코어와 양복도 형식으로 다량의 공장을 고밀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81) 구로구(2011),『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_입주기업의 지원을 대상으로 설문결과 50% 이상이 입주 지식

산업센터 내 식음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지만 퇴근이후에 이용률은 11.5%로 줄어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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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규모 확장 외의 생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건축계획이 부족했

다. 더욱이 근로 환경 측면에서도 협소한 복도와 일률적인 공장은 양

질의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

공장 중에서는 간단한 기계만 갖춘 영세공장만이 제조활동을 수행하

고 있으며82), 이마저도 소음과 진동 등의 문제로 지하로 내몰리면서

산업의 영세화와 이탈을 야기 시키고 있다.83) 대신 <산업집적법>에

서 지식산업센터에 첨단산업의 이름으로 입주 허용된 비제조업 및 서

비스업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도시의 공장집적시설로써 산업 공간을

보장하려는 측면에서 시행되는 많은 지원 혜택이 일반 업무시설에도

입주 가능한 비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는 복합산업시설로써 지원시설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의 증가와 달리, 지원영역의 내향적인 평면계

획으로 인해 지원시설의 외·내부적 이용에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산

업영역과 지원시설이 이원화되어 단절되어 있다. 게다가 프로그램 또

한 단순 식음위주로 입주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시설과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원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간

접 산업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활동이 상호관계를 갖는 복합 산업시설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수직적으로 분리된 이질적인 영역의

집적체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도시의 한정된 공업 토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전한 지식산업센터는 대형 집적 산업시설로 계획되어 산업공간의

양적 공급을 성공하였지만,84) 산업시설의 생산적 측면에서 질적 개선

을 위해 유도되고 있는 지원시설 복합화에 관한 건축계획은 부족한

상황이다.

82) 김철식(2012),「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재구조화」, 사회와 역사 제95집, 54p

83) 손정순(2012),「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지역의 산업구조 분기와 주변부 서비스업의 확

산」, 산업노동연구 제18권 제1호

84) 1973년 181개사의 업체를 수용하였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첨단화에 따라 지식산업

센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는 2003년 기준 2,206개사의 업체로 증가하여

2016년 기준 10,823개사에 달하는 업체를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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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첨단산업 구조변화와 공간 양상

3.2.1 첨단 클러스터 계획

첨단산업으로의 구조변화를 위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첨단 클러스

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산업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도모하고자 산업단지는 단지 내 용도별 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업종별

배치계획을 시행하면서 관련 세부 도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1) 지원시설구역

현재 산업단지는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를 기반으로

그림29와 같이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으로 단지를

나누고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 중 지원시

설구역은 지원기관의 사업시설, 입주 기업 지원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건축가능한

지원시설로 인정하고85) 이 범위 안에서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지원시설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원시설구역 내에 행정관리기관으로 ‘한

국산업단지공단(KICOX)’, ‘구로세관’, 국가연구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KTL)’, ‘서울시창업지원센터/녹색산업지원센터’, ‘한국세라믹기

술원(KICE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그리고 지역문화

시설과 운동시설로 ‘가산문화센터’와 ‘서울디지털운동장’이 위치하면서

지역거점이 되고 있다. 그 외 ‘이마트’, ‘G밸리 비즈 플라자’, ‘마리오

아울렛’, ‘W몰’, ‘현대 아울렛’ 등의 판매시설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시

설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관악지청’, ‘공단안전센터’,

‘근로복지공단’, ‘구로직장여성아파트’와 같은 근로 복지시설과 ‘가산

제1,2 빗물펌프장’, ‘한전변전소’ 등의 도시 설비시설은 공공시설구역

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85)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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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지원시설   판매시설  공공시설  공원, 운동시설 

그림 29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_ 용도별 구역 및 지원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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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패션아울렛으로 밀집된 2단지  
지원시설구역

이처럼 지원시설과 공공시설이 다수 존재하지만, 대규모의 서울디지

털산업단지를 지원하기에는 그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설의 개수가 부

족하여 2.3.2장에서의 지원시설 확충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확충 사업을 위한 지원시설구역의 확보가 어려워, ‘서울디지

털 Green Life Center’ 사업과 같이 대다수의 기존 지원용지의 재개발

로 진행되기 때문에86) 지원 프로그램의 개수 확충에 집중된 도시계획

에 앞서 기존 지원거점의 공간양상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우선 지원시설의 통합적인 지원거점 배치계획이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클러스터의 공공 지원시설을 연구개발, 마케팅,

인력, 자금, 사업화 등과 관련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기관으

로 방향을 잡고 운영하고 있다.87) 그러므로 지원거점은 2.3.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도기술산업, 벤처산업, 패션디자인 산업, 기타지

삭산업’으로 구분된 단지의 업종별 배치와 연계되어 산업을 보조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거점들이 산발적으

로 분포되어 있어(그림29) 지원

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각 권역

과 연계된 집중 배치전략이 어

려운 상황이다. 예외적으로 제2

단지는 ‘지식가반산업 집적지구’

로 지정되어 패션디자인 타운으

로 특화되었는데, 이와 함께 가

산로데오거리 일대를 산업시설

구역에서 지원시설구역으로 용

도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단지 중심에 밀집된 지원시설(그림29_C)이

패션거점으로써의 활발히 활용되고88)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86) 2.3.2장 (표10) 참고

87) 한국산업단지공단(2015),『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성과와 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

업입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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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배치현황

하지만 용도변경은 기존 대형쇼핑몰의 대지를 지원시설구역으로 변

경하여 영업이익을 얻기 위한 대기업과 지자체의 이해관계의 결과였

다.89) 따라서 지원시설 집적배치에 대한 시사점의 한편으로 패션산업

의 생산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지원거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통합 배치 계획 외에 개별 공공 지원시설의 공간계획도 부족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제품의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개발과 품질 시험평가를 수행하여

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대

표적인 첨단 및 지식산업의 거점시설이다. 1966년 한국정밀기기센터

로 설립되어 1979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면

서 지원거점기관으로써 도시형성과 함께 했지만, 1단지의 남측 외곽

에 중심로인 디지털로부터 등을 돌리고 위치하면서 지원거점으로써의

접근성이 낮다.(그림29_A) 게다가 연구소 전면의 약 5,000㎡ 공지는

담으로 둘러싸인 체 주차장과 내부 운동시설로 계획되어 도시와 단절

88) 대형 패션아울렛인 마리오아울렛1, 마리오아울렛3, W몰, 하이힐 아울렛이 가산로데

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구역 내 밀집되어 있다. 제2단지는 이들을 중심으로 일

명 가산동패션타운으로 불리며 1조원 시장의 상업과 소비의 공간으로 성장하였다.

89) 김철식(2012),「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제95

집, 56-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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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울디지털운동장 배치현황

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로 26길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창업지원센터/

녹색산업지원센터’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시험원이 단절되면서 지원시

설들을 연계한 통합 지원거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능적 중

심성에도 불구하고 단지에 적극적인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에서는 시험원 부지에 대한 문

화 및 집회시설 등의 프로그램을 권장·계획하고 있지만, 활발한 지원

거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절된 도시 공간 양상에 대한 배치 및

공간 계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3단지 북서쪽에 위치한 17,000㎡ 규모의 공공운동시설(그

림29_B)인 서울디지털운동장의 경우, 유일한 운동시설로써 1∼3단지

의 약 14만 명의 근로자들의 접근과 이용을 수용하기에 규모와 위치

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디지털 Green Life Center’ 사업에

서 입체화를 통한 편의시설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한계 외에 공간 계획의 한계가 관찰된다.

가산디지털2로에서 진입하는

주 출입공간에 운동장 주차장

이 배치되어 운동장의 넓은 녹

지와 공지로 도시로부터의 보

행자 접근이 어렵다. 또한 그

외 운동장 둘레로 고층의 지식

산업센터의 후면이 둘러싸면서

접근로가 없고, 건물의 전면공

지와도 연결되지 않아 공공의

접근에 제한적으로 보인다. 따

라서 편의시설 증축 및 입체화

와 함께 도시와 연계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산업단지의

지원시설들은 첨단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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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관리계획상 업종배치(좌)와 단지 영역 현황(우)

형성이라는 방향과 달리 도시적 배치 및 공간적 접근성에 대한 계획

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활용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2) 산업시설구역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 및 공공시설구역들 중 산

업시설구역은 2.3.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단지 내 관련 업종별 배치계획으로 구획

된다. 이를 통해 단지는 산업 주체들의 거리상 집적을 유도하고 상호

교류와 협업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림33과 같이 단지 내 경부선과 가리봉동, 디지털 고가로

등 물리적 조건이 관리계획상의 구획과 달리 영역을 단절시키면서

‘고도기술산업, 벤처산업, 패션디자인산업, 기타지식산업’으로 나누어

진 단지의 업종 구획과 실제 업종 영역 현황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

다. 그 영역은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에서 분석하였듯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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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는 IT/SW관련 정보서비스산업, 2단지는 패션관련 산업, 3단지

상부는 1단지와 같이 IT산업 및 R&D 등의 지식산업, 3단지 하부는

전자관련 제조업의 영역으로90) 구분되어진다.

게다가 이 또한 관리계획상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이 업종 배치

별로 권장되긴 하지만 인접 조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업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91) 엄격하게 분류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고, 단지가

그림34와 같이 영역별 차이가 없는 유사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으로

구성되면서 업종 배치별 산업 주체들의 적극적인 집적을 유도하지 못

하고 있다. 그 결과 상업화된 제2단지 패션특화타운 일대를 제외하고

서는 도시계획상의 업종 집적을 통한 뚜렷한 산업적 클러스터 활성화

를 관찰하기 어렵다.

그림 34 (좌에서 우로) 제1·2·3단지 중심가로 경관

3.2.2 생산 공간의 변화

첨단 클러스터 도시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시설의 공간을 활용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이 추진되면서 산업시설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도

시 공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1) 저층부 지원시설과 전면공지

부족한 지원시설구역을 보완하여 네트워크 지원거점을 확보하기 위

해 지식산업센터의 전면공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전면공지

와 이와 연계된 지식산업센터 저층부의 공원, 카페 등 쾌적한 서비스

90) 김묵한(2015),「구로공단 그리고 혹은 G밸리」, 서울경제 2015 vol.121

91)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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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전면공지의 확대

지원시설이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92) 근로자의 휴식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새로운 생산 보조 공간을 담당하게 되면서 첨단 클러스터의 네

트워크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지식산업센터의 배치계획에서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보도를 포함하여 최소 8m 이상 폭원의 전면공지가 계획

하고 이를 공개공지로 인정하면서 전면공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93)

그에 따라 전면공지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35를

보면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A)는 전면에 보도공간으로 전면공지가

제공된 정도이지만 ‘에이스테크노타워 3차’(B)는 도로에 면하는 경계

부에 공지를 계획하여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에이스트윈테

크노타워 1·2차’(C)는 전면공지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약 3000㎡의

전면공지가 약 20m 폭원으로 조성된다.

이러한 전면공지는 저층부 지원시설과 함께 지원거점으로 계획된다.

도시계획은 전면공지를 3.1.2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비중이 증가한 저층

부의 지원시설과 연계하여 공원·전시·이벤트 활동의 장으로 권장한다.

92) 김태경(2015),「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요인과 서울 경제에의 시사점」, 서울경제

2015 vol.121

93) <가산디지털산업단지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 제2장(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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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에이스트윈타워 2차 전면공지

이에 가로의 활동을 공지로 끌어올 수 있는 전면공지의 공간계획을

지시하고 있다.94) 그 결과 전면의 공개공지는 저층 지원시설의 연장

공간으로 연결·활용되면서 산업시설과 도시 사이의 중간 매개공간으

로 기능하고 있다. ‘에이스트윈테크노타워 1·2차’와 같이 대규모의 전

면공지는 정비된 보행공간이자 지원시설과 연계된 쾌적한 생산 활동

의 보조공간으로써 산업단지의 활기를 수용하기 위해 정비된 오픈스

페이스와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계획된다.(그림36)

그러나 공연·전시·이벤트 활동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전면공지 계획이 단순히 공

터와 녹지에 집중된 데다가, 3.1.2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양성이 부족

한 지원 프로그램은 외부로부터 활동을 유입할 매력 요소가 없고, 건

축의 내향적 동선계획으로 지원영역이 산업영역과 단절되어 마치 ‘떠

있는 공장 타워’와 같은 공간을 만들면서 네트워크의 주체인 산업영

역의 외부 진출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전면의 공개공지가

황량한 공지로 비워져 있는 것이 관찰된다. 따라서 저층 지원시설과

전면공지가 도시계획에서의 의도하는 새로운 생산 공간으로써의 역할

을 수행하는데 있어 공간적 한계에 대한 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하역과 물류 공간

생산 보조공간의 성격 변화와 함께 <금천구 건축비전 21>, <가산디

94) 93)<가산디지털산업단지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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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하역과 물류 공간의 흐름

지털산업단지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 등의 도시계획이

첨단 클러스터 조성과 도시경관개선의 목표 아래 전면을 공개공지로

유도하는 반면, 물류의 이동과 하역이 이루어지는 주차장은 축소 및

지하화를 권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존 산업공간의 기본적인 생산

보조공간인 하역과 물류 공간이 후면으로 이동하여 축소되거나 지하

로 사라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37은 제1단지의 블록으로 디지털로(1)를 중심으로 각각의 접근

위계를 가진 도로와 면한 지식산업센터의 하역 및 물류공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에 준공된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A)의 경우

디지털로 27가길(3)에 면한 측면에 개방된 주차공간을 배치하고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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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륭테크노타운 2차 (2000)

대륭포스트타워 1차 (2005)

대륭포스트타워 6차 (2010)

그림 38 물류 동선 흐름 

데크와 물류 승강기로 이루어진

하역공간이 도로면과 마주보고 있

다. 반면 더 접근 위계가 높은 디

지털로 31길(2)에 접한 전면부는

협소한 공지로 계획되어 초기의

건축계획에서는 물류와 하역공간

이 산업 보조공간으로써 중요도가

높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01년에 준공된 ‘에이

스테크노타워 3차’(B)는 디지털로

27가길(3)과 디지털로 29길(4)에

면하는 대지에 공지를 배치하고

건물의 후면으로 하역공간을 계획

하면서 전면부에서 하역 활동 및

물류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게 하

고 있다. 마찬가지로 2003년에 준

공한 ‘에이스트윈테크노타워 1·2

차’(C)도 전면부의 디지털로(1)에

접하는 전면에는 넓은 공개공지가

조성되고 하역 및 물류공간은 후

면으로 배치되었다. 게다가 하역

데크가 입구로부터 건물의 가장

안쪽으로 계획된 것처럼 후면의

옥외 주차공간에서 하역 및 물류

공간의 비중 또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의 물류공간의 축소 외의 생

산 보조공간의 변화를 내부 물류

동선에 관한 건축계획에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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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륭테크노타운 2차 (2000)                BYC하이시티 (2012)

그림 39 산업시설 외부 생산 공간의 변화

할 수 있다. 2000㎡ 내외의 비슷한 바닥면적으로 계획된 그림38의 사

례들에서 공장의 면적 대비 물류 승가기 개수와 위치를 보면 2000년

의 ‘대륭테크노 2차’는 물류 승강기가 3대 중심코어와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복도 끝에 보조 물류 승강기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반

면 2005년의 ‘대륭포스트타워 1차’에서는 그 수가 2대로 줄어 들었으

며, 2010년의 대륭포스트타워 6차의 경우는 1대의 물류승강기만 한쪽

에 설치되어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장 유닛의 면적인 130.5㎡

을 기준으로 각 실 당 제공된 물류 승강기가 0.29대에서 0.12대, 0.06

대로 감소한 것이다. 구체적 수치는 소수 사례들을 통한 결과라는 한

계가 있지만, 그 외 평면 검토 결과, 물류 동선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

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의 산업구조가 첨단 및 지식산업 중 비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제조업을 보조하기

위한 하역 및 물류 관련 생산 보조 공간이 축소되었다. 반면 지원시

설 및 공지가 내포하는 네트워크 공간이 새로운 생산 보조 공간으로

기능을 수여받으면서 그림39와 같이 산업단지의 외부 공간이 변화하

였다. 2000년 준공된 ‘대륭테크노타운 2차’는 전면에 하역과 물류 이

동을 위한 주차장이 배치되었지만, 2012년 준공된 ‘BYC하이시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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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과 물류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고 지상 외부공간을 대규모 공원형

태의 공개공지로 제공하면서 첨단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생산 보조 공

간의 세대교체를 확인 할 수 있다.

3.2.3 소결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산업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호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고부

가가치를 생산하는 첨단 클러스터의 형성을 주요 도시계획의 골조로

잡고 있다.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단지 내 관련

업종별 배치계획과 용도별 구역을 지정하여 단지의 업종별 클러스터

를 유도하고 있으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과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등의 세부 계획들이 지원거점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단지구획과 공공 지원시설 그리고

공개공지의 공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지원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 그리고 공공시설 구역으로 구분

된 용도구역 중 지원시설구역에 지원시설 확충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지원시설구역들은 지원거점으로써 접근성과 활용성

에 대한 배치 및 공간계획이 부족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산업시설

구역 또한 업종별 인접배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향하지

만, 일률적인 건축과 단절된 도시로 그 한계가 관찰되었다.

더욱이 제2단지의 상업화와 같이 산업 클러스터 형성 또는 상품개발

을 위한 지원거점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산업단지의 혜택을 이용하는

단순 상업 관광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산업단지가 개발하고 있는

지원거점시설들이 실제 산업단지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심

해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부족한 공공 지원시설 보완 방안으로

권장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도 용도 규제의 결과가 단순

상업화 위주로 진행되면서 실제 네트워크 주체인 입주 기업들과 시장

행위자에게 필요한 산업 혁신을 위한 지원거점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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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제기되고 있다.95)

따라서 도시적·건축적 계획의 선행을 통한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시

설 및 산업시설 첨단 클러스터 계획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생산 보조 공간으로써 산업단지의 전면

공지를 활용한 첨단 클러스터 계획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지

원시설의 한계와 이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써의 구체적인 계

획이 없이 단순 조경계획에 그쳐 황량한 공지로 비워져 있는 상황이

다.

게다가 하역 및 물류 공간은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제

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에서도 생산 활동을 보조함에 있어 여전히 하

역 및 물류의 공간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더욱이 물리적인 생산

보조뿐 아니라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산업 네트워크의 기능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첨단 산업 클러스터 계획에 있어 하역 및 물

류 공간의 기능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첨단산업으로의 구조변화를 위한 도시계획의 진행에

서 지원거점 계획이 프로그램 위주로만 추진되면서 도시·건축적 공간

계획이 부족하고, 생산 보조 공간의 기능 또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 네트워크 공간계획과 동시에 산업공간으로써 산업네트워

크 기능을 고려한 지원시설 및 산업시설 첨단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95) 손정순(2012),「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지역의 산업구조 분기와 주변부 서비스업의 확

산」, 산업노동연구 제18권 제1호 301,3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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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베란다의 입면

3.3 도시 환경 개선과 공간 구조

3.3.1 도시 이미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공단과 지자체의 도시

계획들을 통해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이름

처럼 첨단화되고 쾌적한 서울의 중·소기업 인큐베이터로써 도시 경관

으로 변화하고자 한다.

(1) 업무 이미지의 지향

지식산업센터의 대규모 개발은 산업단지 경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

다. 저층의 공장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대형 고층 빌딩으로 그 형태

와 입면의 디자인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입면의 경우 1990년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재의

고층 업무시설과 같은 입면 보다는 그림41의 ‘동일테크노타운 1차’에

서 보듯이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

름처럼 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로 마감

된96) 일반 아파트와 같은 입면으로 계획

되거나, ‘대륭테크노타운 1차’의 경우 알루

미늄 복합패널97)로 마감된 일반 창고시설

입면으로 계획되는 등 공장시설의 형태에

가까웠다. 하지만 산업의 첨단화가 본격화

된 2000년대 이후의 사례들을 보면 점점

입면의 개구부가 확대되면서 전면 반투명

커튼월의 구조로 계획되어 대형 오피스와

유사한 이미지를 갖는다. 그렇지만 개구부

의 투시정도와 별개로 상당수의 지식산업

96) 전영성,박재승(2004),「도심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를 위한 건축계획적 연구」,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11호

97) 96) 전영성,박재승(2004)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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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테크노타운 1차 (1996) 대륭테크노타운 1차 (1998)

대륭테크노타운 3차 (2001) SK트윈테크타워 (2002)

에이스트윈테크노타워1·2차 (2003) 대륭포스트타워1차 (2005)

대륭포스트타워6차 (2010) BYC하이시티 (2012)

그림 41 지식산업센터의 대형 오피스 입면으로의 변화 (출처_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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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지식산업센터 대륭포스트타워 6차
(좌)와 주상복합아파트 마크리움스퀘어(우)의 
조감도 (출처_구글이미지)

센터에서 3.3.2장에서 살펴 볼 베란다 공간이 일반 업무시설과 구별되

는 특징적 입면을 만들고 있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형태도 단순 직각 형태가 대다수이지만, 3.1장과 3.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시설 내 지원시설의 비중이 증가하고 전면공지

와의 적극적인 연결이 지향되면서 저층부의 형태와 규모가 중요한 디

자인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초기의 경우 지원영역의 구분 없이 전체

가 산업시설로 계획되었지만, 지원시설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원영

역과 산업영역이 분리된 디자인 언어로 계획되기 시작한다. 그림43을

보면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1998) 경우처럼 저층부 지원시설이 산업

시설과 유사한 언어로 소극적 자세로 계획되었던 것에 비해 이후 ‘코

오롱싸이언스밸리 1차’(2005), ‘대륭포스트타워 6차’(2010) 등과 같이

산업시설과 분리된 형태로 가로

로 진출하고 산업시설은 후퇴되

어 계획됨을 볼 수 있다. 근래

에는 지식산업센터의 규모 증가

와 함께 그림41의 ‘BYC하이시

티’(2012)처럼 분동된 산업시설

을 저층부의 통합된 지원시설이

연결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주상복합아파트

의 건축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읽힌다.(그림42)

그 결과 대다수 지식산업센터가 그림44와 같이 캐노피 등의 구조요

소와 건물형태와 입면을 활용하여 저층부 지원시설의 장식적 디자인

을 강조하면서 랜드마크로 기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영

역의 건축 형태가 가로에서 보행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이미지로 인

식된다. ‘태평양 물산’(2010)의 경우 그림45에서 보듯이 석재로 마감하

여 상부의 반투명 유리로 마감되어 후퇴되어 있는 산업시설과 다른

무게감을 주고 있다. 또한 곡면으로 계획된 회랑공간에 저층 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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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1998)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2005)

대륭포스트타워 6차 (2010)

그림 43 저층부 지원시설의 형태 흐름_ 저층부의 지원시설은 산업시설과 분리된 입면
디자인과 형태로 가로로 진출된다. 산업시설은 상대적으로 후면으로 후퇴하여 지원시
설의 입면이 보행자가 인식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이미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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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외관 디자인

그림 45 가로변에서의 지원·상업시설의 경관_태평양물산(좌), G밸리 비즈플라자(우)

설과 연계된 야외 카페공간으로 활용하여 거리의 활기를 만들고 있

다. 이처럼 대형쇼핑몰과 유사한 형태로 산업시설 보다는 건너편의

‘G밸리 비즈 플라자’(2014)의 상업시설과 함께 대형 상업시설로 인식

되기도 하는 등 ‘산업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저층 지원시설의 디자인이 보행자가 접하는 산업단지

이미지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도시계획

에서는 건물의 저층 경관에 관해 건축선과 건축 높이를 통한 연속성

을 권장하는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지붕층은

건물의 주요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보고 도시 가이드라인에서 랜

트마크적 요소를 강조하도록 권장되고 있다.98) 그 결과 그림46과 같

이 ‘포스트모더니즘적’ 혹은 1990년대 유행한 소위 ‘테크노적’ 형태의

장식물들이 관찰된다. 하지만 보행자 입장에서 인식되기 어려우며, 근

래의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이러한 장식물들이 선호되지 않고 있다. 그

럼에도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 여전히 지붕층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98) <금천구 건축비전 21>, (오피스형 건축물)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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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G밸리 비즈 플라자
(출처_구글이미지)

그림 47 업무 단지로 변한 도시 경관
(출처_구글이미지)

그림 46 지식산업센터 지붕층 장식물

있어, 도시계획이 도시 이미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흐름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 산업 이미지의 지양

도시에서 기존 굴뚝 산업의 경험은 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지를 만들었으며, 탈산업화에 따라 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해 도시의

장소판촉 혹은 도시 마케팅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도시의 경제재생에

과거의 지리적 입지요건 보다 지역이 인식되는 방법과 물리적·환경적

매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의 이미지가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 것이

다.99)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미지 재생의 주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개발자는 부동산 판매를 위해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급화되고 쾌적한 오피스와 같은 공장 집적시

설을 계획하여 기존의 생산성에 집중된 ‘산업적’ 이미지를 탈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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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일반산업시설  오피스

그림 49 일반 공장이 밀집된 제3단지 하부

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산업단지 내 업무, 호텔, 쇼핑, 컨벤션 등을 수

용하는 지원시설로 ‘G밸리 비즈 플라자’(그림48)를 2014년 준공하는

등 오피스 타워, 컨벤션 센터, 비즈니스 파크와 같은 공간을 지속적으

로 공급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업무적’ 이미지를 지향하면서 도시의 지

위를 향상100)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업무적’ 이미지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주 이미지로 변화하

였지만, 제 3단지의 하부는 여전히 일반 산업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그림49) 그 결과 고

층 빌딩 사이 공장시설이 배

치되면서 ‘산업’과 ‘업무’가 공

존하는 경관이 만들어진다.

이에 도시계획에서는 공장형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공장

시설의 경우 이미 준공된 건

축물로써 가이드라인이 기존

공간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는 않는데다가 물품의 하역공

간에 대한 고려사항 이외에

지식산업센터의 가이드라인과

구별되는 차이가 없어, 공장

경관에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가이드라인은 부재해 보인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개발

로 인한 부분적인 고급화에도

낙후된 산업공간의 방치로 부

정적인 이미지가 유지되고 있

다. 게다가 정비된 산업시설

99) 팀홀(1999),『현대도시의 변화와 정책』, 유환종 외 8명 역, 푸른길, 169-199p

100) 99) 팀홀(1999)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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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단절된 일반 산업시설의 경관

의 경우에도 그 ‘산업

적’ 경관들을 활용하기

보다는 녹화된 담장이

설치되고 전면도로로부

터 1m이상의 조경을 권

장하는 등 산업시설을

감추려하면서(그림50)

3.2.1장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도시와 단절된

지식산업센터만이 도시의 전면에서 획일적 경관을 만들게 된다. 그

결과 산업단지만의 쾌적하고 다채로운 도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

결국 지식산업센터의 입면 및 형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도시경관의

첨단 ‘업무적’ 이미지 형성은 도시 장소판촉, 즉 개발 사업에서의 분

양사업성을 위한 전략의 결과로 도시계획의 색채의 통일성, 설비 차

폐, 조화로운 조명 설치 등의 항목의 영향력으로 보기 어렵다. 그 말

은 건축의 형태, 도시의 경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이며 그에 따라 산업단지만의 고유한 경관이 없는 단순 업무단지

의 이미지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3.3.2 도시 환경

산업단지의 이미지 변화와 낙후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도시

를 재생하기 위한 중요한 도시계획 방향이다. 특히 근로 환경의 개선

을 위한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와 휴식과 문화, 편의 공간의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발생하면서101) 산업단지와 산업시설의 공용 공

간 계획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101) 구로구(2011),『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_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시설에 대한 설문에서 서울디

지털산업단지 내 필요한 기반시설로 도로(31%)와 공원 등 휴식시설(28%)이 가장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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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수출의 다리와 경부선_2단지와 3단지가 경부선으로 단절되고 있다. 그런데 단
지 내 동서간 연결도로가 디지털로의 수출의 다리가 유일하여 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한
다. (이미지출처_구글이미지)

(1) 산업단지의 공용 공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서울 내 입지하여 지하철 2호선의 구로디지털

단지역, 경부선과 1호선의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이 위치하고 있

으며,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로, 인천국제공항과의 근접성 등 교통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하지만, 단지 내 도로율은 서울시 평균 21.78%

의 절반 수준인 12.85%에 불과하며, 폭이 좁고 외부 도로망과의 연계

부족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불법 주차문제도 심각하다.102) 게다가 지

식산업센터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입주업체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2.2.2장의 지형도에서 보았듯이 구로공단 조성 후 최근까지 새로운 신

설된 도로가 거의 없어103) 도로 문제가 가장 큰 근로 환경 저해 요인

이 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도로 폭 확보 사업들을 진행하였지만 <창조길 사업>

과 같이 단편적 해결방안에 치중된 결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또

추후 공단에서 제2단지와 제3단지를 연결하는 보조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정부분 개선이 예상지만, 그 외의 산업은 지

하철 입구 확장과 외곽 간선도로 지하화 등 단지 교통 문제의 근본적

인 해결로 보이지 않는다. 3.2.1장에서 살펴봤듯이 경부선과 가리봉동

으로 단절된 세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디지털로104)’로 유일하여 단

지의 동서 간 이동에서 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문제가 현재 단지 내

102) 정순구,최근희(2013),「첨단산업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

계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 185p

103) 102)정순구,최근희(201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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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공간 ■ 산업시설 ■ 공개공지 

그림 52 진출입로와 공개공지의 집중 현황_제1단지(좌), 제3단지(우)

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도로 신

설사업의 방향을 제1단지부터 제3단지까지의 전체 단지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2단지와 제3단지를 단절

시키는 경부선이 디지털로의 수출의 다리로만 횡단되기 때문에 차량

정체와 보행 단절이 심화시키고 있어, 무엇보다 경부선에 대한 근본

적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의 도로환경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후면에 배치된 주차 및 물류

공간으로의 자동차 진출입로가 건물마다 개별로 계획되다보니 보행

동선과 전면공지를 끊어 놓고 있다. 그 결과 전면의 공개공지는 도로

로 둘러싸인 섬이 되어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인식되고 있다. 이

에 2.2.3장에서의 도시 세부 지침들에서 차량 진출입로의 집중 배치를

권장하여 연속된 보도와 공지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5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단의 경우 정사각형 블록에 평균 네 개

정도의 대규모 필지로 구획된 데다가 건물의 전면 반향이 달라 진출

입의 집중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2단지와 제3단지 경

104) 서울특별시(2015),『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보고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

회_‘디지털로’의 대표 교차로인 ‘디지털단지 오거리’, ‘가산로데오 거리’, ‘디지털3단지

교차로’의 교통 서비스 수준(LOS)은 모두 F(강제류(forced flow), 한 지점에서 통과

교통량은 도착 교통량보다 작음)으로 매우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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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장방향의 블록 형태로 공개공지의 집중이 일부 가능하지만, 공

개 공지가 계획되지 않은 일반 산업시설과 혼재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진출입의 집중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산업시설의 공용 공간

도시 환경개선에 있어 산업시설의 공용 공간 중 공개 공지는 무엇보

다 산업단지의 부족한 녹지와 문화·휴식 공간105)을 공급하기 위해 2.3

장의 다수의 도시계획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3.2.2장에서 살펴본 바, 실외 공용공간으로써 공개공지는 산업시설의

중심 휴식 및 교류 공간으로써의 유도·계획되고 있으며, 그림53처럼

지식산업센터의 홍보 조감도에서 공개공지의 조경계획은 쾌적한 근로

환경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3 BYC하이시티(2012) 조감도_조경계획을 강조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쾌적한 근
로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통해 이렇게 공개공지가 강조되지만, 앞선

공간양상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되어 왔듯이, 공개공지와 연계된

저층부의 프로그램과 산업시설에서의 접근성 한계 그리고 인접 대지

와의 연계 부족에 따른 공지로의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와 공지

자체도 매력요소와 구체적 목적이 계획되지 않거나, 목적이 있더라도

결국 단순히 녹지와 공터로 이루어진 공원들로 권장·계획되면서 공개

105) 구로구(2011),『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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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지식산업센터의 베란다_지식산업센터의 베란다는 업무시설과 구별되는 특징으
로 휴게공간이지만 그 규모가 협소하고 상당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출처_구글이미지)

그림 54 BYC하이시티(2012) 
옥상정원

공지는 홍보와 달리 쾌적한 근로환경에 크

게 일조하지 못하고 있다.106)

옥상 정원도 녹지와 문화·휴식 공간으로

지자체 세부 도시계획을 통해 권장되고 있

다. 앞서 확인했듯이 지식산업센터의 저층

부가 지원시설로 산업시설과 분리되어 규

모가 확대되고 산업시설은 후퇴하면서 지

원시설 지붕면이 옥상 정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BYC하이시티’와 같이 지식

산업센터의 규모가 증가하여 분동형태로

발전하면서 앞으로 옥상정원은 휴게공원이자 산업시설의 연결공간으

로 도시와 건축계획에서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공용 공간 외에 산업시설 내부 공용 휴게공간은 하역공간과 복

도 등 직접적인 생산 보조 공간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거기에 지식

산업센터의 경우 베란다가 일반 업무시설과 구별되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적인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개별 공장의 직원 휴게공간으로 제공

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55처럼 약 1m 내외의 폭원의 협소한 공간으로

계획되면서 다수의 근로자의 휴게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다. 게다가 베란다를 확장하여 실로 사용하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

106) 구로구(2011),『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_ 지식산업센터 내 녹지 환경에 대해 45.8%가 불만족으로 응

답하였으며, 만족하는 녹지시설로는 옥상정원이 15.4%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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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상당수 관찰된다. 그 결과 휴게공간이라는 원래의 목적으로 적

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데다가 창고로 사용되면서 가로 도시로의

개방감과 쾌적한 빛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휴게공간의 부족을 대다수 사례에서 코어의 자투리 공

간을 활용한 층별 공용공간으로 보완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공

용 테라스가 복도 끝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계획되고 있다. 이 또한

복도 폭의 협소한 면적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거나 ‘코오롱빌란트 2차’의 경우 같이 소규모지만 건물

전면에 추가적으로 계획되는 등 소폭의 변화가 관찰된다.

그 다음으로 그림56과 같이 일부 지식산업센터 평면에서는 코어 측

면에 별도로 휴게실 또는 회의실이라고 지정된 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에이트테크노타워 9차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그림 56 지식산업센터 내 휴게실 및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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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의 아트리움의 개방공간을 활용하여 건물 전체를 아우를 공용

휴게공간을 조성한 계획들도 다수 관찰된다. 3.1.1장에서의 코어계획

의 흐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회랑형 양복도가 기본형 평면으로 자

리 잡으면서 대다수의 사례에서 아트리움 아래 진입 로비 홀에 소규

모 정원 혹은 지원시설과 연계된 카페테리아를 배치하여 수직적으로

개방된 휴게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그 중 그림57의 ‘마리오디지털밸

리’와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와 같이 대규

모의 아트리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휴게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게

다가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의 경우 기준층에서 중정으로 돌출된

휴게실을 계획하여 중정의 공용 공간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마리오디지털밸리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실내 개방감 확보) (외기 통풍) (조경 계획)

그림 57 아트리움 휴게 공간 계획 사례

그러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공용공간들의 규모가 매

우 협소하고, ‘에이스테크노타워 9차’의 회의실과 같이 실제로는 사용

되지 않고 공실로 있거나 ‘우림라이온스 1차’의 경우는 공장 실로 사

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게다가 공용 회의실의 경우 입주자의

사용의지도 적어107) 계획된 공용공간들의 실제 활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용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계획되고는 있

으나, 산업시설 내 공용 공간의 수요와 활용을 토대로 설계되기보다

107) 구로구(2011),『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_공동 회의실이 생긴다면 이용의사가 있는지 묻는 설문에서

57.9%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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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투리 공간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계획되면서 양질의 필요 공용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3.3.3 소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첨단화를 위해 근로자의 삶의 질(QWL)을 높

일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공단 및 지자체는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구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금

천구 건축비전21> 등의 세부 도시계획과 각종 도시사업들을 통해 도

시 이미지 정비와 휴식 및 문화공간의 확보, 도로 기반시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시설의 입

면 및 형태 양상과 단지 내 차량 공간 및 시설 내 문화·휴게 공간 양

상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지식산업센터의 대규모 개발을 통해 기존의 낙후되어 있던

구로공단의 이미지에서 고층 빌딩들의 스카이라인이 만드는 새로운

도시 경관으로 재탄생하였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경관을 점유하고 있

는 지식산업센터가 일반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과 유산한 입면과 형태

로 발전하면서 산업단지는 중·소 벤처시설이 밀집된 업무 단지로 인

식되고 있다. 반면 일반 산업시설의 경관에 대해서는 감춰지거나 방

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도시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업무적’ 이미지

는 적극적으로 지향되지만, 일반 산업시설의 ‘산업적’ 이미지는 소극

적인 대응과 함께 지양되면서 환경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개발로 인해 표면적인 환경정비는 이

루어졌지만, 첨단화에 대응하는 공간적인 환경 개선의 측면에서는 그

한계들이 본 장에서 관찰되었다. 우선 차량 공간에 관한 도로 확충사

업과 차량 진출입로 집중계획 등 정비 계획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

부선과 디지털로 외의 연결 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단편적

인 해결로 그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휴식과 문화 공간을 위해 실외의

공개공지와 옥상정원은 적극 계획되고 있지만, 쾌적한 근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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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면적인 이미지 전달 이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휴게공간인 개별 베란다와 그 밖의 내

부 공용공간의 충분한 공간과 쾌적성에 대한 지침 및 계획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쾌적한 이미지뿐 아니라 실용성 있는

공용 공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기존 공업단지가 가지는 경

관에서 전혀 다른 업무적 경관을 가지게 되었지만, 산업단지로써 그

외형적 변화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응하는 정주환경 개선에서의 공간

적 한계가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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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단지 도시 공간계획과 단지 변천양상 의미

4.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공간계획에 대한 비판적 고찰

4.1.1 표면적 첨단화에 집중된 첨단산업단지 계획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서울에 입지한 산업단지로써 각종 지원제도와

도시정비를 통해 도심에서의 입지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신생 산업들

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첨단기술과 정보의 활발한 집적과 교류

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혁신의 산업공간을 제공하

고자 하고 있다. 그 결과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활발히 개발되고

이를 기반으로 과거 굴뚝 공장으로 그려지는 구로수출산업공단의 이

미지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서울의 대규모 중·소기업 인큐베이

터가 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앞선 공간양상에서 그 첨단화 내용에 한계들이 관찰되었다.

첫째, 도시계획에서 첨단산업단지로의 성장을 위해 가장 치중하고 있

는 방향은 기술과 정보가 교류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제공이다. 그에

따라 단지 내 공공 지원시설 확충 계획과 산업 업종별 배치계획을 진

행하고 있다. 그러나 3.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명시적 계획 외에

단지의 규모와 영역을 고려한 산업 및 지원시설의 입지 전략이 부재

하며, 지원시설의 경우 구체적 공간설계를 통한 활용성에 대한 재논

의 없이 기존 도시 배치 내에서 프로그램 확충에만 집중되면서 효과

적인 지원거점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둘째, 마찬가지로 첨단 생산 활동의 기반을 위해 상위법에서 산업시

설 내 지원시설의 복합을 허용하고 각종 지자체 도시지침은 이 지원

시설과 공개공지를 저층 전면에 권장하면서 네트워크의 장으로 내세

우고 있다. 그러나 산업시설 내 지원시설은 상위법을 통해 허용용도

의 포괄적인 테두리가 제공되지만 단순 식음시설 이상의 생산 활동의

지원 공간이 적극 입주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3.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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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2장 그리고 3.3장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듯이 도시지침은 외형

적 지침 이외에 지원시설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

고 네트워크의 장으로 설정된 전면공지에 대해서도 조경이상의 공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첨단산업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영역과 도시

를 내·외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3.3장에서 나타나듯이 첨단의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환경지

침들은 입면과 형태의 고급화 및 상업화 위주의 표면적 계획에 치중

되고 있다. 반면 실제 근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용 공간

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결과 명목상 설치에 그치고 있으

며, 도시 기반시설 문제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단지 통합적인

해결방향 보다는 각 지자체별 단편적 사업들로 해결하려 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불평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산업단지의 첨단화에 관한 도시계획에서 세부적인 계획

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상위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공간은 이미지와 개수 확장으로 관리·계획될 뿐 활용방안에 대한

도시적·건축적 공간계획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찾을 수 있

다. 즉 산업단지 첨단화의 내부 내용을 보면 표면적 변화에만 집중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산업단지를 새로이 점유하고 있는 비제조업 위주의 첨단

산업이라는 것이 물적·지적 창조활동을 통한 시장개척을 주도하는 신

산업의 유입보다는 첨단업종에 포함은 되지만 대기업의 하청으로 사

업을 진행하는 단순도급업체와 실제 생산은 지방 또는 해외로 이전하

고 영업·관리·유통 위주의 활동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산업단지의 상

당수를 차지108)하고 있는 현황과 연관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기업들 또한 선행연구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상당수가 지식산업센터를 통한 산업 공간의 양적 공급

으로 실현되는 저렴한 입주비용 등으로 현재 산업단지에 입지하였지

108) 손정순(2012),「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지역의 산업구조 분기와 주변부 서비스업의 확

산」, 산업노동연구 제18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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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증가율  근로자 증가율

그림 58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연도별 입주기업/근로자 증가율
 (출처_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보고서)

만, 성공하면 강남이나 강북 중심지로 떠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109) 즉, 표면적인 첨단화 계획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1군 산

업·업무지로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로써 2군의 공간 이상의 첨단산업

단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디지

털산업단지의 입

주 요인이었던 저

렴한 비용을 충족

하면서도 좀 더

우수한 정주 여건

을 제공하는 ‘판교

테크노밸리, 상암

DMC, 마곡산업단

지’ 등의 인근 후

발 산업 집적지가 생겨나면서 입주업체의 이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다.110) 그 결과 2000년대 급격한 성장이후 입주기업과 근로자수의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111) (그림58)

결론적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서울의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면서

첨단산업단지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도시·건축 계획들이 신산

업의 유치와 자생적인 성장을 통한 산업단지의 경제력 강화의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산업단지의 일시적인 성공 이후의 지속적

인 유지 또는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지원 계획들을 보충하고 활발한 네트워크 기반을 위한

표면적 첨단화 계획 이상의 공간적인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필요해 보

인다.

109) 108)손정순(2012)과 동일

110) 문석철(2015),「G-Valley의 발전과 구조고도화」, 서울경제 Vol.121

111) 서울특별시(2015),『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보고서』,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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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제조업 기능이 배제되는 산업단지 도시계획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2000년대 중반이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입

주업종에서 비제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입주기업의

50%, 종사자의 70%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 제조

업 업종 중에서도 25%를 전기·전자업이 입지면서 기존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의 집적지로 그 성격

을 변화시켰다.112) 특히 사무직 및 연구 개발직과 서비스직의 비중이

생산직을 압도하면서113) 그 도시 용도가 산업단지에서 업무지구로 변

화하고 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산업단지의 공간 양상과 관련이 있다. 첫째, 지식

산업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혜택으로 민간을 통한 지속적인 개발

이 진행되면서 산업단지의 기존의 일반 산업시설을 대체하고 있는 대

형직접산업시설의 확산은 도시의 제한된 공업 영역 내에서 수치적으

로 성공적인 산업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장

시설의 공간 규모나 생산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제제가 없어 3.1

장의 평면계획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건물의 대형화와 별개로 고밀의

소형 공장 확보를 통한 양적 사업성에만 집중된 형태로 발전되면서

공장의 영세화와 이탈을 야기 시키고 있다. 대신 공장집적시설인 지

식산업센터가 비제조업·서비스업 사무실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단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대형 기업이라 할 수 있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수는 감소한 반면,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의 수는 급증114)한

것은 이러한 사실과 연관된다.

둘째, 산업구조의 첨단화 목적 하에 도시계획은 물적으로 생산 활동

을 보조할 수 있는 도시적·건축적 공간 여건을 축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결과 3.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산업의 물적 생산 지원뿐

112) <2030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G밸리 산업부문 주요 현황)

113) 김묵한(2015),「구로공단 그리고 혹은 G밸리」, 서울연구원, 서울경제 2015 vol.121

114) 손정순(2012),「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지역의 산업구조 분기와 주변부 서비스업의 확

산」, 산업노동연구 제18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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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보 교류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심지어 기업과 지자

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도시계획에서 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지원시

설이라는 명목으로 산업단지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대형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등 단순 관광·상업화를 진행하면서 산업단지의 생산에 관한

도시적 역할이 희석된 체 소비의 공간으로 변화하려는 압력도 발생하

고 있다.

셋째, 3.3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도시지침들이 지식산업센터의 입

면, 형태의 업무·상업화와 녹지화를 강조하면서 쾌적한 단지 환경으로

의 정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일반 산업시설의 입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앞선 공장의 이탈, 생산 보조공간의 축소와 함께 도시 지위

상승에 의한 과도한 지가상승에 따른 별도의 제조업 보호 계획은 없

는 상태이다. 이에 오히려 도시 내 환경개선이 시급했던 제조업은 환

경적 정비가 부재한 상태로 주변 지역으로 이동되고 그 자리를 비제

조업, 서비스업이 점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가 산업단지 내 제조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전기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전기전자와 IT

관련 제조업이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표20_전기전

자), 의류를 비롯한 기존 제조업 업종이 구로공단 쇠퇴기에 그 절대적

수가 감소하였지만, 첨단 제조업 및 일반 제조업을 포함하는 전체 제

조업 부문은 비제조업에 비해 정체되어 보일 뿐 오히려 성장하고 있

다.115)

연도 음식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

속

철

강

기

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

타

비제

조
계

2000 4 90 96 9 16 2 147 213 15 58 0 650

2005 8 180 131 73 8 8 414 822 15 46 2,258 3,954

2010 12 196 116 97 11 9 315 1,216 18 69 5,984 8,048

2013 17 252 150 146 12 9 394 1,629 27 96 6,917 9,649

표 20 입주기업체 업종 변화 (출처_한국산업단지공단 e-Cluster) 

115) 113) 김묵한(201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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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제도적으로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을 비롯하여 공업기능까지 다양한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성

장하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상호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혁신 기반임을 고려할 때116) 단순히 첨단화를

위해 제조업을 배제하는 도시계획의 태도를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시계획에서는 이러한 제조업 기반의 물적 생산 공간

으로써 산업단지의 역할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공장집적

시설로써 규정되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해서는 오히려 그 기능을 배제

하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 업종은 그 성장에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거나 생산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이탈되고 있다. 반면 도시의

한정된 공업 기반의 산업공간으로써 그 수요를 수용하고 양질의 근로

공간을 보장하려는 측면에서 시행되는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의

지원 혜택들이 일반 업무시설에도 입주 가능한 비제조업 및 서비스업

으로 집중되는 등 산업단지의 도시적 역할의 방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서울의 도심 공업기능의 수용

할 수 있는 토지이며, 성장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을 비롯한 제조업

업종의 공간임에도 도시계획에서 이들의 물적 생산 공간에 관한 개선

들이 배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16) 김예지(2010),「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가 도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학교 환경대학원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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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도시의 생산 공간 제공과 신산업 유치의 충돌

결국 앞선 도시계획의 종합적 고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서울디

지털산업단지는 첨단화를 위해 세 가지 유형의 전략적 도시계획들을

수행함에 있어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첫째, 단지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즉 인구의 유입을 통한 지

역 경제의 재생을 목표한다. 이는 서울 내 산업지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이점을 활용하여 벤처기업과 R&D, 첨단·지식산업을 수용하는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이어졌다. 입주 산업 종류의 첨단화는 기

존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산업이 가지는 사업적 취약성과, 낙후된 근

로환경과 상반된 분야로 현재 단지가 가지는 토지 가치와 대도시가

요구하는 노동 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다. 따라서 서울디

지털산업단지는 첨단의 신산업들이 유입되기 위한 도시 공간을 제공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도시의 생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도시의 산업 공동화의

흐름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산업유형의 변화는 지향하지만 결국

준공업 지역으로 규정된 국가 산업단지로써 도시에서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공업을 수용하고 양질의 물적 생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즉 첨단 공업을 비롯한 기존 제조업의 생산 공간을 보장하는 것

이 중요한 임무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비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전면 교체가 아닌 제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공생을 목표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와 공업 기능 유지를 통한

도시 생산 활동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은 도시계획과 그에 관한

공간 양상에서 충돌들을 만들고 있다.

우선 제한적인 공업 공간의 집약적 활용을 위해 제도적 혜택을 받으

면서 대규모 개발이 유도된 공장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

의 유입의 목적으로 허용된 비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공간으로 점유되

고 있다.

다음으로 첨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네트워크 공간의 확



- 104 -

보라는 방향은 물적 생산 보조 공간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기존 제조

업 생산뿐 아니라 첨단제조업과 지식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의 첨단화에 따른 도시 환경 개선의 방향으로

설정된 쾌적한 업무 이미지 조성 이후의 지가상승에 의한 용도 변경

의 압력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없이 생산 이미지의 제거를 오히려 권

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도시 양극화에 따른 환경개선에 한계가 발생하

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충돌들로 첨단산업단지로 대상지를 활성화하려는

재생적 목적과 도시에 양질의 물적 생산 공간을 제공하고자하는 산업

단지의 태생적 목적의 두 측면 모두 앞선 장의 분석과 같이 그 한계

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재와 같이 신산업 유치와 생산 공간의 제

공이라는 목표를 반대의 방향으로 분리된 도시계획으로 진행하는 것

이 아닌 산업단지의 도시 방향에 있어 이 둘을 아우르는 명확한 목표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앞선 분석

을 바탕으로 이러한 논의가 추후 진행됨에 있어 고려해볼 도심의 산

업단지 첨단화에 관한 도시 및 건축 계획의 쟁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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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심 산업단지 첨단화 계획의 쟁점

4.2.1 산업단지 첨단화 계획의 이면

산업단지가 첨단화 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업무단지로 변화하는 것

의 이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의 산업단지로의 변화에 따

른 업무단지화가 분명 도시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비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전통적 공업 집적지인 산

업단지가 그 기능에 대한 도시적·건축적 계획이 부족한 상태로 단순

히 지식산업센터라는 산업건축유형의 ‘업무시설’화를 통한 도시지위

상승에 집중된 도시계획이 진행되면서 투기적 자본이 유입되는 결과

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는117) 점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공업기반의 산업 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화하려는 압력들이

발생하면서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생산을 담당해온 산업단지

의 기능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118) 이러한 산업단지의 용도

변화는 생산 활동을 생계로 삼아온 다수의 도시민과 장기간에 걸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산업 관련 도시조직 등 광범위한 도

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쾌적한 산업 근로 공간을 제공하려는

도시의 목적과 달리, 기존 제조업 산업들이 높은 지가를 감당하지 못

하고 이탈 혹은 주변 낙후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도시환경 개선의 혜택

이 높은 토지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비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

고 있다. 즉, 일반 도심에 입주하여 도시적 혜택을 비교적 쉽게 제공

117) 관련기사에 의하면, 개발의 전성기 직후의 2006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공시지가

는 2005년 대비 36% 상승하였으며, 현재 2016년까지도 작년대비 약 10%의 상승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18) 김철식(2012),「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재구조화」, 사회와 역사 제95집_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되고 단지가 첨단화 되면서 오히려 영세사업장 중

심의 공단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산업생산 활동 자체가

쉽지 않아졌으며, 그에 따라 생산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공단으로서

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비산업자본, 건설자본, 임대자본의 투기적 수익추구 공간

그리고 상업과 소비의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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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업종이 산업단지의 혜택을 받고 도시의 낙후공간으로

지원과 정비가 필요한 공업기반 업종은 도시에서 소외되면서 화려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신과 가리봉동 일대의 고립·낙후화와 같이

결국 도시를 양극화하고 단절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도시 전체적 시각에서의 산업공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59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고층빌딩과 가리봉동 벌집촌
(출처_『2013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가리봉동』)

결국 산업단지의 첨단화 계획이 결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지식산업

센터 기반의 업무단지 형성은 도시 장소판촉, 즉 개발 사업에서의 분

양사업성을 위한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현재 제조업부터 판매업

까지 다양한 업종이 혼합된 산업단지의 도시현황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건축, 도시의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

한 상태이며 그에 따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방향이 없는 지자체와 개발사의 이익을 위한 단순 업무단지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시계획이 주장하듯이 “생산기반의 산업단지 기능을 유지”

하기119) 위해서는 현재는 부족한 제조업 기반의 약소 기업들의 산업

단지 입지를 지원할 수 있는 보완 계획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향 내에서 지식 및 서비스 기반의 산업들이 협업하는 산업

단지의 첨단화 및 재생의 방안을 탐색해야한다. 또한 이는 앞서 논의

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측면의 접근에서 더 나아가 물적 생산을 위한

공간적 기반 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19) 서울특별시(2015),『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보고서』,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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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산업단지의 제조업 보장의 필요성

앞으로 산업단지가 제조업 기반의 공업 지원 및 유치의 도시·건축적

기반의 마련하는 것은 앞선 쟁점과 같은 사회적 의도일 뿐 아니라 사

물 인터넷120), 4차 산업혁명121), 팹랩122)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

합, 도시 제조업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조업의 부활이 주목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산업 발전을 통한 도시 경제력 향상과 관

련되어 중요한 관점이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제조업 기반의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생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60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 (출처_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보고서)

이러한 제조업의 보장은 현대 도시의 장소성 경쟁에서 고유의 장소

이미지가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본다면, 현재의 개발성공을 통한

일차적 이미지 전환 다음의 단계를 위한 산업단지 이미지에 대한 논

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즉 첨단산업단지가 도시 내 준공업지로써의

생산적·문화적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서울디지털단지만의 장

소 정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20)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출처_두산백과)

121)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

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출처_매일경제용어사전)

122) 아카데미프레스_ ‘제작 실험실(Fabrication Laboratory)’의 약자로 3D프린터, 디지털

기기와 같은 실험생산 장비를 구비해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생산하는

공작소를 이른다. 제조업 자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개인 제조업'의 부상을 예고하

고 있다. (출처_율리아 발터 헤르만, 코린네 뷔힝(2015),『팹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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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미국 센프란시스코 Timbuk2 공
장_디자인, 마케팅, 판매, 제작이 어울어진 
성공적인 도시 제조업 사례이다.

그림 62 중국 상하이 레드타운_공장의 산
업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문화적 장소 가
치를 만든 사례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도시계획에서 제조업만이 강조가 되어서도 안 된

다. 도심부의 생산 활동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영역과, 새로운 디

자인을 만들어내는 지식산업, 마케팅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업, 제

품을 판매하는 상업이 동시적으로 조합되기 때문이다.123)

따라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첨단 클러스터 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의 첨단 클러스터계획에서 산

업 및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측면의 전략은 제조업과 관련된 사항으

로 집중되어 양질의 공업공간을 제공하고, 그 외의 다양한 산업 및

지원영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의 다양한 물적·지적

생산 활동의 주체들이 다른 생산 활동과의 연계망을 형성하면서 스스

로의 생산품과 작업방식, 고용규모와 분업방식 등을 조절하는 자생적

인 네트워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우선 도시의 공간적 토대를 지원하

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선진 산업을 유도·발굴할 수 있는 산업 유연성

을 보장하는 식의 첨단산업에 대한 다른 시각의 논의가 필요하다.

123) 김예지(2010),「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가 도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학교 환경대학원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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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산업구조 변화라는 사회 상황 내에서 산업단지의 도시·건

축적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산업영역의 도시 공간계획의 단서가

될 쟁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의 산

업 공동화 흐름에서 쇠퇴하던 구로수출산업공단이 산업단지의 첨단화

목표 아래 새롭게 변화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도시 공간에 관한 정

책들과 그 공간의 변천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단지의 도시 공간계획의 전략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다. 첫째, 토지의 집약적 활용을 위해 산업집적법으로 산업집적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대형화 되는 지식산

업센터가 산업단지를 점유하면서 도시의 한정된 공업 토지 내에서 산

업공간의 양적 공급을 성공하였다. 그러나 산업시설의 생산적 측면에

서 질적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첨단산업으로의 구조변화를 위해 산업집적법에 의한 관리기본

계획 및 관련 구조고도화 계획들과 구로구와 금천구의 도시 지침들은

지원거점을 확충함으로써 첨단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 하

고 있다. 그러나 공공지원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및 공개

공지를 활용한 지원거점 계획들이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되는 반면 도

시·건축적 공간계획이 부족하여 지원거점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었다.

또한 문화 네트워크 공간으로써 공개공지가 강조되는 반면 물류관련

의 생산 보조 공간은 축소되어 활발한 산업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놓

치고 있다.

셋째, 산업단지에 관한 지자체의 세부적인 계획과 사업들이 지속적

으로 추진되면서 쾌적한 근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대규모 지

식산업센터 개발과 전면의 공개공지를 통한 녹화를 진행하면서 기존

공업단지와 전혀 다른 쾌적한 업무적 경관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지

식산업센터 외의 일반 산업시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으며, 협소한

내부적 휴게 및 문화 공간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차량 공간에 대



- 110 -

한 계획들로 외형적 정비에 대응하는 정주환경 개선에서의 공간적 한

계가 관찰되었다.

종합하여 보면 산업단지의 첨단화의 결과는 세부적인 산업공간에 대

한 계획의 제어 구조의 한계와 이미지와 개수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관리·계획 이상의 도시적·건축적 공간계획이 부족한 결과 혁신의 산

업이 성장하는 첨단산업단지보다는 하청식의 비제조업·서비스업이 밀

집된 2군의 업무단지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서울의 도

심 공업기능의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이며, 성장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

을 비롯한 제조업 업종의 공간임에도 도시와 건축계획에서 이들의 물

적 생산 공간에 관한 개선들이 배제되고 있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기능적 목적이 희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신산업 유치와 공업의 수용이라는 산업단지의

목표를 아우르는 도시 공간계획의 방향을 찾기 위한 두 가지 쟁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산업의 첨단화 계획이 결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업무단지 형성이 부동산 산업적 목적에 치중된 결과

산업 별로 첨단화 혜택의 편차가 발생하면서 도시의 양극화를 심화시

키고 있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사회적 방향성을 담을 수 있는 도

시 공간계획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 내 제조업 공간의

필요성과 더불어 앞으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

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전망에 따라 산업단지가 제조업을 포함

한 다양한 산업들이 생산적·문화적 가치 향상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 경제, 문화 등 도시의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산업단지

의 공간 현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이러한 도시의 다층적

인 입장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도시·건축적 문제의식과 상충됨이 있

어 그 한계가 예상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산업단지의 도시 공간계획과 변천양상 그

리고 그 쟁점들을 바탕으로 산업단지의 공간에 관한 도시의 다층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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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ociety has moved to fourth industrial societies. Urban

industrial complex is where the new flows of industry are directly

produced and applied to. Therefore the industrial complex of the

city should be based on the flows of the changes and consider the

settlement as workplace. Moreover, as the new industrial facilities,

Knowledge Industrial Center, expand its construction across the

city, the discussion on the space of the industrial complex can be

issues for urba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rb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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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plans on industrial complex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to examine the issues that will

lead to future urban spatial planning in industrial areas. Therefore,

I examined the policy and the change aspects of urban space in

the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which changed into a new

space under the goal of moderniza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after deindustrialization of Seoul.

At present, the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uses three

strategies to utilize limited industrial land intensively, to change

the urban structure for attracting high-tech industry, and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for a pleasant industrial

environment with high-level law and a wide range of urban

policies.

As a result, the massive knowledge industry centers have

occupied the industrial complex providing a large amount of

industrial space. And the open spaces of the front is expanded,

contributing to the clean outside environment. In addition, the

status of the city is rising as it changes to a business complex

consisting of high-rise building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internal space, there is a limit

to the spatial planning for quality improvement in terms of

production such as factory scale and logistics space, unlike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industrial space. Public support facilities for

advanced cluster networks are also concerned about their spatial

effectiveness, and open spaces of industrial facilities have lacked

spatial planning beyond greening. Furthermore, there was a

deviation in the urban plan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general industrial facilities than the Knowledge Industrial Center,

and limitations in the fundamental road business and the ame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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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Knowledge Industrial Center.

As a result, the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is changing into

a general business complex in the second group, unlike the goal of

high-value industrial complex, and the functional purpose of the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is being diluted by missing the

possibility of accommodating the growing new-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role of the complex that is supposed to be

responsible for the urban industrial functions of Seou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urban space plan that

can contain the social plan for the industrial polarization of the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and to improve the planning of

physical production space according to the prospect of new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close collaboration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ity, the urban

industrial complex is connected with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and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urban people. So the

spatial discussion of urban and architecture on the industrial

complex will be continuously emphasized.

Keywords : Change of industrial complex,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Knowledge Industrial Center, Intensive use of land,

High-tech industry, Improvement of complex environment

Student Number : 2015-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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