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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시 준공업지역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 특성에 관한 연구

준공업지역은 오랜 기간 서울시 경제성장의 동력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들 준공업지역은 지역별로 산업기반이 형성된 시기와 배경, 

그리고 오랜 기간 생산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해온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른 

도시적 맥락을 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준공업지

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수제화 생산과 자동차 수리 및 정비와 같은 도시형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첨단제조업, 지식기반서비

스업 등 정보기술기반의 업체들이 다수 유입되었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산업재구조화에 대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면서 구성업종과 공장건축물

의 물리적인 변화가 함께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2010년 이후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장건축물 건축행위의 지속은 

산업공간의 변화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현상이다.

본 연구는 준공업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 지속을 

후기산업사회 산업재구조화의 특징, 그리고 공장건축물의 개념변화에 기반하

여 성수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건축행위의 지속현상을 산업환경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기업체들의 전략적 행동으로 보고, 공장건축물의 신

축, 리모델링, 용도변경 세 가지 건축행위에 따른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각각의 기업체가 산업입지를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대지·

건축물 단위의 선택이 공장건축물의 공급양태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체들의 

입주선택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근까지도 산업입지의 대안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삭산업센터 개발은 

산업재구조화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대표하는 사례이지만, 그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개별기업들의 자생적 환경개선노력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공장건축면적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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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은 노동인구의 중심축이 제

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이들 산업을 구성하는 내용 또한 노

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지식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들 산업활동을 담는 공간으로서의 공장건축물은 단순히 물품생산을 위한 

제조업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에 필요한 기술연구, 디자인, 판매, 수리

서비스 등의 제 과정을 포괄하는 복합적 공간으로서 정의된다. 이를 바탕으

로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분석하였으며 산업재구조화현상과 그에 따라 나

타나고 있는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 특징을 공간적분포양상과 행위유형에 따

라 정리하였다.

첫째, 공장건축면적의 공간적 분포를 통해 봤을 때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

를 통한 공장건축면적의 공급은 산업집적 형성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산업입지 공급측면에서 신축이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개발을 

통한 산업공간의 증가는 산업기반이 약한 곳에서 집중되고 있었다. 상대적으

로 산업기반이 오랜기간 잘 유지되어 온 지역들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과 용

도변경을 통한 산업공간의 점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장건축면적의 행위유형에 따른 분포는 산업공간 변화의 흐름을 단

계적으로 보여준다. 즉, 신축을 통해 공급된 새로운 공장건축물에 생산기능 

일부가 흡수되고, 유휴공간으로 남게 된 폐공장시설을 다른 기능들이 점유하

면서 재활용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또한, 1차적으로 신축과 이전이 완료된 생

산기능은 그상태로 정체되어 있지 않고 각각 기능전환과 리모델링을 통한 기

능확장을 통해 자생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이와 같은 생산기능의 변화양상은 산업재구조화 현상과 이에 바탕을 

둔 산업정책에 각각의 기업체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공간

의 변화를 설명할 때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공장건축물의 새

로운 속성은 이 외의 공장건축물을 통해서도 나타나며 각각의 건축행위는 산

업정책의 수혜대상, 업종의 종류, 그리고 공장건축물의 물리적 속성과도 깊은 

관련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산업공간관리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변화현상을 더 자세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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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연구는 산업정책 변화상황에 기초하여 공장건축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산업공간의 변화를 개별 대지·건축물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장건축물의 공급양태가 갖는 관련성 및 이동현

상을 설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 �

주요어 : 산업재구조화, 준공업지역, 공장건축물, 건축행위

학  번 : 2016-2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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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6년 9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하는 조례개정안이 발표

된 것은 당시 수도권외곽지역으로의 이전압력을 받고 있던 대규모 공장부지 

소유 기업들에게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1) 현재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

동주택 입지 심의기준’이라 부르는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기 이전에 그리고 아

파트가 부(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투기열풍이 일어났던 시

점 이후에 땅값이 싼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준공업지역은 제도적

으로 “공업기능의 보완을 위해 주거·상업·업무기능을 일부 허용”2)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건립 허용과 함께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

던 성동, 도봉, 구로 등지의 준공업지역 내 제조업체들이 인근 주거지역이나 

수도권외곽으로 이전하고 빈자리를 비(非)산업용도들이 차지하면서 주공혼재

양상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한 예로 성동구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 이탈현상은 2000년대를 이후로 점

차 가시화 되었는데, 한일약품3)이 자리하고 있던 성수동1가 656-408 일대에 

1) 『한국경제』 1996. 3. 16 <서울시, 공장이적지 아파트 건축 규제 강화 / 해당기업 대책 서둘러>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서울시의 건축

조례개정안에 따라 공장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서울시와 관

련 업계에 따르면 공장이적지 매각계획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공장이적지에 대한 공동주

택건설규제가 강화되자 서둘러 부지를 매각하고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발 빠르

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공장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모토롤라코리아, 미원, 삼영모

방, 신화실업, 대원강업, 제일제당, 효성중공업, 조선맥주, 동양맥주, 대선제분, 삼표에너지 

등으로 이들 공장의 부지는 75만㎡에 달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3) 『서울경제』 200. 9. 24 <한일약품 공장터, 아파트촌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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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될 당시와 현재의 제조업 사업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5,585개에 달하

던 성동구 제조업 사업체수는 2010년 4,176개소로 약 25%4)가량 감소하였

다. 한일약품부지 내 공동주택건립은 성수동 준공업지역 개발의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었고 이후 주변지역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산업기반을 잠식하게 

되면서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주거·산업혼재양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림 1] 2002년(좌)과 2015년(우)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주거·산업혼재지역 변화, 혼재양상이 

심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성수 ‘서울 숲 힐스테이트’ (성수동2가 843), ‘성수 롯데 캐슬’ (성수

동2가 835), ‘성수 아이파크’ (성수동2가 834)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출처 :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역별보고서)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함께 산업정책의 중심공간이었으나 1980년대 수도권 탈산업화 정책

과 주거용도의 잠식으로 인해 낙후정도가 심해지면서 도시환경개선문제의 골

칫거리로 남게 된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업지역의 색채이미지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보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과 이의 정책적 가능성을 탐

구하는 연구(박상훈, 2011)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의 자

발적인 환경개선 노력들이 결국은 임대료 상승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문화재생으로의 정책적 가능성은 젠트리파이어 ; gentrifier 들의 비

(非)자발적 이주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만다.

도시환경개선을 목표로 행해진 이러한 연구와 시도들이 갖는 의의는 그 

나름대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관한 정책적 의의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4) 서울특별시 통계정보 웹사이트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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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산업공간이 점차 축소되고 그 기반이 타 용도로 변용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전제한다. 때문에 최근 서울시의 산업정책변화에 따라 행해지

고 있는 일련의 노력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동시에 산업재구성을 통해 자생적 변화를 이끌어내

려는 시도들을 해석하는 연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산업기반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속에서도 서울시의 최근 5년간 공업

용도 건축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림2] 이는 특히 산업개발진흥

지구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집중된 곳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5) [표1]

건축행위의 지속현상은 동시에 도시형산업업종 ; 첨단제조업(C), 정보통신

업(J), 전문기술서비스업(M), 개인서비스업(S) 사업체수의 변화와도 높은 상

관관계를 보여준다. 서울시 내 제조업 사업체수는 공장건축면적의 증가와 함

께 2010년 이후 증가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림 3] 그러나 전 산업 대비 제조

업 사업체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질적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2] 도시형 업종의 성장이 내포하는 후기산업사회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제조업과 같은 기존의 전통산업과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간의 공존·협력·경쟁을 통해 각 산업들의 연계관계 뿐 아니라 개별 생산

5)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한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양재섭, 

2015)에 관한 연구는 성수동 준공업지역 내 위치한 IT산업개발진흥지구의 건축동향(조사

기간 : 2010 ~ 2013)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등 신축비율이 절반가량(44%)을 

차지하고 용도변경(56%)또한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2] 서울시 공장건축면적변화 및 자치구별 공장면적 변화율 추이 (20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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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체의 질적인 변화까지 포함하여 재구조화 되는 과정6)”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건축면적의 변화와 건축행위의 지속현상 속에서도 물리적 환

경변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로 혹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예시로 언급한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역관리차원의 

핵심적 기능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물리적 환경 또한 개선하는데 무게를 두

고 있음에도 실제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없기 때문

에7)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지단위의 건축활동과 그 합을 통해 지역

6) Scott and Soja, The City : Los Angeles and Urban Theory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1996; Hutton, The new economy of the inner city : restructuring, 

regeneration and dislocation in the 21st century metropolis, 2010을 심한별, (2013) p.3 

에서 재인용.
7)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진흥계획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진흥계획은 중소기업금융서비스지원, 직업훈련센터운영 등 산업재활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담당하고,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대지단위의 건축행위에 관한 지침을 통해 환경개선

차원의 물리적 계획을 포함한다. 성수동의 경우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용도
발생건수

전체� (내부/외부)

공장 52� (32� /� 20)

자동차관련시설 25� (20� /� � 5)

업무시설 27� (12� /� 15)

1종근생 14� (� 5� /� � 9)

2종근생 34� (10� /� 24)�

창고 � 2� (� 2� /� � 0)

종교시설 � 1� (� 0� /� � 1)

판매시설 � 1� (� 1� /� � 0)

숙박시설 � 1� (� 0� /� � 1)

교육연구시설 � 2� (� 2� /� � 0)

노유자시설 � 2� (� 1� /� � 1)

방송통신시설 � 1� (� 1� /� � 1)

공동주택 27� (� 2� /� 25)

단독주택 12� (� 1� /� 11)

운동시설 � 1� (� 0� /� � 1)

가설건축물 58� (58� /� � 0)

합� � � � 계 260� (147/113)

[표 1] 성수2가3동의 건축행위 발생건수와 산업개발진흥지구 내·외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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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변화맥락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장건축면적 증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축행위의 지속현상과 산업구조의 변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산업공간의 특징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간 연계활동의 발생으로 대표되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에 기반 하여 서울시의 산업정책 변화가 갖는 의미가 공간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공장건축물의 변화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설명회가 한차례 진행되었으나, 권장용도 유치 시 개발용량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마포, 종로, 성수, 

제기동 4개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완료된 지역은 없다. (양재섭, 2015) 

[그림 3] 준공업지역이 속한 자치구의 제조업사업체 수 증감 추이 (2000–2015) 

<출처 : 서울 통계포털 사업체수 조사>

구분
제조업� 사업체수� 비율� (서울시비교) 제조업� 사업체수� 비율� (지역내� 비교)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성동구 7.6 7.8 7.7 7.4 23.1 21.9 18.0 17.6

도봉구 1.6 1.5 1.6 1.7 7.4 6.4 5.2 5.1

양천구 2.2 2.1 2.1 2.0 7.0 6.8 6.7 6.2

강서구 2.3 2.2 2.1 2.0 6.2 5.2 3.7 3.7

구로구 6.4 6.2 6.2 6.0 16.5 14.4 10.3 10.2

금천구 4.9 6.2 7.9 8.3 19.4 20.7 17.5 17.3

영등포구 7.0 7.7 7.7 7.0 12.6 13.8 10.2 9.8

[표 2] 준공업지역이 속한 자치구의 제조업사업체 수 비중변화 (2000 – 2015)

<출처 : 서울 통계포털 사업체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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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능들이 새로운 기능들과 어떤 방식을 

통해 재구조화 되고 있는지 대지 단위로 세밀히 살펴봄으로써 공장건축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건축행위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 � � � �

2018년 현재 서울시 내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은 전체 용

도지역 면적 중 3.3%(19.98㎢)8)에 해당한다. 준공업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자

치구 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동북

권에 위치한 성동구와 도봉구 순으로 뒤를 잇는다. 

구분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강서 도봉 양천

면적 5.02 4.28 4.12 2.05 2.92 1.49 0.09

[표 3] 자치구별 준공업지역 면적 (2015년 조사자료) �

지역별로 유치하고 있는 산업기능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

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조업비중이 상당부분 높게 나타난다. 준공업지역이 

위치한 7개 자치구의 제조업비중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서울시대비 6 ~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영등포를 비롯하여 서남권에 위치한 준공

업지역은 1930년대 이래로 오랜 기간 국가산업단지로서 기능해왔으며, 2000

년대 이후 도시형산업 진흥거점으로서 영등포권역과, 물류·유통 중심의 구로

권역, 첨단산업중심의 금천권역으로 거점별 활동목표를 정하여 운영되고 있

다. 최근에는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을 대상으로 ‘G-Valley’라는 이

름의 서울디지털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창업·기술지원 등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2030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

반면에 성동구와 도봉구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형성 단계에서는 서남권에 

비해 30여년 늦은 1960년대에 자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영등포

8)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본보고서), p8, 계획의 공간적 범위, 2015년도 GIS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후 준공업지역이 새로이 지정되거나 해제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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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종로구·중구 등지에서 도심부의 높은 지가를 피해 이주하게 된 금강제화, 

모토토라코리아 등 의류·피혁과 통신장비제조업 사업체들이 현재의 준공업지

역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제조업 사업체수 통계에 기초한 기능변화양상은 준공업지역 전체적으로 봤

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의 공장의 건축연면적 변화

를 보면 서남권 준공업지역에 비해 성동구의 면적 변화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

다. 이는 일찍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관련산업의 입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신

축이 활발하게 발생한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형태를 보이지만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성동구에서는 산업재활성화의 후발주자로 

최근 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공장면적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생산활동의 변화양상에 기초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 특성을 

밝히고자하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개발진흥지구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가

시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동구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가 위치해 있고 비교적 생산활동 기반이 잘 유지되고 있는 성수2가3동일대를 

[그림 4] 사례대상지 위치 : 성수2가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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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확정하였다. 또한,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사용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건축인허가 통계자료는 

공장건축물의 가장 최근의 건축행위 경향을 확인하고 행정동 단위로 분류되

는 통계자료의 구득이 용이하다는 점 외에도 성수동 준공업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입지공간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의 산업공간 재활성화 정책(산업뉴타운프로젝트)에 따라 성수2가3

동 일원은 2011년에 정보통신업, 전문기술서비스업이 권장업종으로 지정되며 

‘IT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2013년도의 성수2가3동의 상위 4개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술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업체수가 약 25%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 등 공장건축물의 신축이 활발해

진 것도 이 시기와 맞물리는데, 그런 점에서 2013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의 기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선, 기존 문헌과 통계자

료를 통해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형성과정과 입지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

업입지관련 이론 및 서울시 산업정책변화와 공장건축물 관련 법 제도를 살펴

봄으로써 도시지역 공장건축물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으

로 삼고 있는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법·제도와 정책 속에서 특수하게 규

명된다고 보는 시각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례대상지의 공장건축물 

관련 건축행위 발생을 공간적 분포와 건축행위 유형별 분포에 따라 분석하고 

특징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는 공장건축물 건축행위 특징이 갖

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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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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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고찰 및 연구의 차별점 

�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서울시의 탈산업 정책적 움직임과 산업

재구조화현상에 대응하면서 나타난 공장지대의 변화양상은 학문적 차원에서 

기존 공업지대 관리 또는 정비 방식에서 재고해야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다. 주거와 상업용도의 혼재심화, 그리고 제조업 고용비중이 감

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업지역이 타 용도지역과 다르게 가져야 할 비교우

위적 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상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는 준공업지역을 도시의 낙후된 공간,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능이 혼재된 공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공동주택 건립 등 난

개발 문제로 인해 소규모 영세제조업체들의 산업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 요구되었던 때이기도 하다. 서울시 조례제정을 통해 탄생한 ‘공동주택입지

심의기준(2000. 6)’도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물리적인 차

원에서 환경개선을 이끌어내려는 두 가지 입장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크

게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1) 지역적 차원에서 준공업지역의 정

비 및 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와 2) 개별 대지 

또는 개발획지단위의 재개발 수단 또는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준공업지역의 정비 및 관리제도를 분석한 연구들은 산업기반을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산

업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규모 철

거형 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권영필(2017)은 준공업지역 개발차원에서 제시된 ‘산업시설면적 산정방

법’이 개발부지 면적에 대한 공장부지 면적 비율만으로 산업공간의 개발방향

을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내제되어있는 업체들 간의 상생, 협력 네트

워크는 물론 이거니와 소규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간과해버리



- 11 -

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토지이용현황 뿐 아니라 문화·

경제·산업구성에 기초하여 준공업지역의 관리방식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지역 내 고용규모, 교통접근성, 인구밀도 등 사회적 요소와(오규식, 

2012) 신축공장비율, 토지거래가격 등 성장잠재력을 반영하는 요소(권영필, 

2012; 양희성, 2009) 등이 해당된다. 

주제 제목 내용

정
비
�및
�관
리
방
안

권영필� (2017),�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계획

적�관리를�위한�산업기반�평가모델�연구

공장지역� 재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행�

공장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인식으로부

터� 출발하여� 전문가� 설문을� 통한� 공업지역

의� 산업기반평가모델의� 요소를� 세부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보완

할� 것을� 지적하였다.

오규식,� 김상균,� 정승현� (2012),� 준공업

지역� 관리를� 위한� 공간특성� 분석� 및� 유

형화� � 서울시� 서남부지역을� 사례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다양한� 산업기반� 평

가지표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서남

권준공업지역에� 적용하여� 주공혼재양상,�

인구이동,� 경제적성장정도� 에� 따라� 구분된�

발전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양희성� (2009),� 준공업지역� 가치평가를�

통한� 공장용지� 확보비율에� 관한� 연구

공장비율에� 따라� 산업기반을� 평가하고� 이

를� 토대로� 공업지역을� 개발했을� 시� 나타나

는� 사회적효용가치의� 변화를� 예측하여� 개

발지역에� 따른� 개발밀도의� 적절한� 산정기

준을� 제시하였다.�

개
발
수
법

이미숙,� 최근희� (2009),� 도시지역� 공장

재개발수단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에� 관한�

연구�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갖고있는� 제도적� 미비점

을� 입주기업체설문을� 통해�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박상훈� (2011),� 주공혼재� 준공업지역의�

지속적관리를� 위한� 재생� 설계� 방안� 연구

공업지역� 재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

거공업복합모델의� 대안을�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4] 준공업지역 관련 선행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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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의 재개발 및 정비수단에 관한 연구들은 산업유산과 기존도시

조직의 보존관점에서 준공업지역의 발전가능성과 해법을 제시한 연구(박상훈, 

2011)와 아파트형공장 또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집합 공장건축물 공급을 통

해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환경개선효과를 거두려는 노력과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안한 연구(이미숙, 최근희, 2009)가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복합용도 토지이용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산업공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이

에 필요한 주거복지, 금융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단번에 해결하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는 산업재구조화

양상이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을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복합용도시설로 축

소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공간의 변화모습을 배제하

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시에서 내세웠던 산업기반보호가 지향했던 바는 전

통산업 등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지식기반산업 육성, 산업첨단화 등

의 정책목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쇄, 출판 등 서비스업종과의 산업연관가

능성이 높은 산업들 이었다. 결국 대안적 모델로 등장한 지식산업센터와 같

은 복합용도공장건축물은 제한된 입주허용업종에 한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대상에서 배제된 소규모 제조업 또는 개인 수

리 서비스업체들이 준공업지역에 남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현상을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도 생겨났다. 더욱이 이러한 소규모 업체들의 존속은 지식산업센

터의 건설촉진 뿐 아니라 그 외 소규모 일반공장의 신축 또는 기존 공장들의 

리모델링과 연결될 수 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별 대지단위에서 

발생하는 건축행위를 통한 자생적 변화를 포착하고 설명할만한 새로운 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에 앞서 정교한 산업기반평가가 선행되어

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들도 산업공간의 구조적 특성이 변화했음은 인정

하지만 물리적 특징보다는 “물리적인 공간을 실체로서 점유하고 있는”(심한

별, 2013) 생산주체와 그 활동을 보호 또는 육성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때문에 산업기반평가를 통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고 산업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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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전략을 제시하

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가 목표하는 바는 산업재구조화현상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준공업

지역의 내부적인 변화, 그 중에서도 필지와 건축물 단위의 미시적인 건축행

위를 분석자료로 삼아 공장건축물의 변화특성을 분석하고 자생적 변화의 흐

름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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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형성과정 

성수동이 현재와 같은 공업지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63년 마

포에서 이전한 ‘모나미’가 자리 잡으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서울역사박물

관, 2011) 이전까지는 중소공장이 다수 분포한 도심부와 일제강점기부터 대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영등포, 용산 등 서남부 지역이 서울(당시에는 경

성)의 공업 환경을 형성하는 주류지역이었고 성수동은 ‘뚝섬유원지’나 ‘뚝섬경

마장’ 등이 위치한 서울의 변두리 내지는 교외지역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동지역 일대에는 공업용지로서의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 삼성제

약, 동양전기산업, 대한제지공장 등이 1930년대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후, 1960년을 기점으로 6.25전쟁을 거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도심지역의 

영세업체들이 성동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주로 중랑천 변을 따라 소규모 공장

들이 대거 들어서게 된다. (서울역사박물관, 2011) 비록 공업지역으로 지정되

어 체계적인 관리의 대상이 된 것도 그로부터 얼마지난 후의 일이지만 도심

과 가깝고 땅값이 저렴할 뿐 아니라 수자원 구득이 용이하다는 점은 성수동

일대가 자생적인 공업지역으로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김희식, 2014)

한편으로 성수동 준공업지역이 현재의 도시구조를 갖게 된 것은 1968년부

터 2년간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이 깊다.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의 목적은 제한된 재정상황 속에서 공공시설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었

기 때문에 (최선호, 2015) 성수동의 경우에는 격자·장방형의 가구구획까지만 

실행하고 개별 블록단위의 필지분할은 입주업체들의 개별 건축행위를 통해 

이루어 졌다. 때문에 사업시행직후 분할된 획지의 모습은 장래의 공업용도의 



- 15 -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대가구(단변길이가 80m, 장변길이가 120m)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대상지역을 포함하여 현재의 

광나루길 이남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광나루길과 아차산길사이

에 위치한 약 300m폭원의 구간이 혼합용도 토지이용으로 계획되어 공업지대

와 기존 주거지역의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최선호, 2015)

[그림 6] 토지구획정리사업이후의 필지변화 (출처 : 최선호 (2015), p49)

이후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시가화는 기존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던 서울

숲 주변 (사례대상지 상 서측)에서 동측으로 확장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된

다. 처음 계획되었던 대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필지분할 또한 1970년대에 대

부분 이루어졌다. (최선호, 2015) 토지이용현황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서측을 중심으로는 주거와 상업용도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동측을 중심으로는 공업용도가 주로 나타난다. 

이처럼 공단형성 초기에는 격자형가로망을 따라 늘어서 있는 2-3층 규모

의 붉은 벽돌 공장건축물들이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 도움

이 되었다. 입주기업체들의 업종 또한 조립급속 및 기계장치 제조업과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과 같은 도시형산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타의 

공장지대와 달리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서울역사박물관, 2011) 

성수동 제조업체 성장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황원

길, 1996)

그러나 1980년 이후 당시 서울시의 상황은 제조업 고용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고, 제도적으로도 공해·오염시설 등을 수도권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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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전하려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준공업지역 서측은 주거단지로 개발되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불거진 지가상승과 뒤늦게 입주한 거주민과 기존 공장주들과의 마

찰로 인해 준공업지역의 주공혼재양상은 점점 심화되기 시작한다. (서울역사

박물관, 2011) 성수동의 제조업체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 위치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출퇴근하려는 노

동자들로 인해 주택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김희식, 2014)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체 규모는 종업원 수 20인 미만으로 매우 영세했으

며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의 대규모 공장도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했다. 때문

에 1980년대를 지나 서울시 전역에서 시작된 대형 공장들의 지방이전은 지

역 내 제조업 공동화현상과 더불어 일자리감소를 가져오게 되었음에도(강우

원, 2004) 소기업들의 창·폐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덕분에 공업지역으로서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다. 오히려 성수동의 활력을 위축시킨 요인은 대규모

공장이전 때문이 아니라 주거기능강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업기반이 잠식되

고(이한나, 2014) IMF경제위기를 겪은 직후 소기업들의 생성이 줄어들고 이

것이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최은영, 1999)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지역의 경제활로 모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1990년대 도심에서 이전한 자동차정비업체들의 성장과 1980년대와 

2000년대 두 차례 산업부흥기를 거친 수제화산업의 지속이었다. 현재 상황에 

기초해서 본다면 성수2가3동 중에서도 성수이로변을 따라 늘어서 있는 주요 

메이커자동차정비업체(기아, 현대 등)가 성수동 자동차 정비업의 출발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김희식, 2014) 더욱이, 성수동과 인접한 장안평 지역에 중고

차매매단지가 형성된 1982년 이후와 ‘1인당 차량보유대수’가 극적으로 늘어

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소규모 정비업체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다. 비록 

지금은 수입차대상 정비업체들의 진입에 밀려 성수2가3동의 개인서비스업 사

업체수는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수입차 정비기술자를 확보

거나 정비업계 수요에 맞춘 소규모 부품관리위주로 업체운영방식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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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산업활동을 영위해 가고 있다.9)

제화, 피혁 관련 제조업체의 지속은 에스콰이어, 금강제화 등 대규모 구두

제조업체와 하청관계를 맺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성수동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제화업체의 특성상 가죽 염색, 무두질 등 작업공정에서 발

생하는 각종 냄새와 연기로 인해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었지만,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정비업체들 덕에 이러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은 성수

동에 집적하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서울역사박물관, 2011)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성수역 하부구조 개선을 통해 유휴시설을 활용한 수제화타운이 형

성되었고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가로환경개선사업과 동시에 1층은 제화판매 

및 전시, 2층은 공방이 자리 잡은 형태의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수제화산업의 

제2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성수동 수제화 산업은 지역 문화산업의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였는데(이한나, 2014) 성수지역에 자리 잡은 신발, 의류, 악세서리 디자인 

등 사업체들은 지역의 제화생산 기업체들과 많은 관련이 있다. 공방, 갤러리, 

문화관련 판매시설 등 문화산업의 형성은 농기계를 보관하던 창고를 개조하

여 복합문화시설로 탄생시킨 대림창고를 중심으로 주로 연무장길 이남지역과 

준공업지역 서쪽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대림창고의 변신은 이후 성수동지역이 

산업젠트리피케이션(성동근로자복지센터, 2017)으로 오염될지도 모른다는 우

려가 제기되었으나 공업지역의 상업화현상은 고층주거단지가 형성된 곳 주변

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김상현, 이한나, 2014) 때문에 현재까지도 동측지역은 

산업기반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변화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이다. 현재에는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탈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도시지역의 높은 지가로 인해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었던 산업용지의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 (김인중, 2009) 2000년 당시 성수동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현황은 대략 8

9) 『베타뉴스』, 서울 성수동 아도니스 모터스를 통해 알아보는 최신 자동차 정비 트렌드,  

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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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정도로 서남권에 비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준공업지역이었음을 감안하면 

산업입지의 많은 부분이 아파트형공장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만큼 아파트형 공장은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물리적 형태를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규모나 입면계획, 그리고 외부공간의 구성측면에서 질적인 변화

가 일어났음은 물론이거니와, 내부적으로도 전통산업 뿐 아니라 첨단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등의 기업 활동에 적합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이상균, 2015)

2.2 산업공간관련 이론 및 정책

2.2.1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공장건축물 건축행위 지속의 함의

지대경쟁에 기초하여 농업,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입지특성을 설명한 

기존의 연구들(Thünen, 1826 ; Weber, 1909, Christaller, 1922)은 산업구조

가 후기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영향관계를 설명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생산활동 공간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고전적 토지이용모형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의 입지를 설명하는 이 이론

들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 공간을 제도·문화 등의 속성이  제거된 

“비물질적인 관념”10) 상의 가상적 공간으로 단순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한별, 2013) 기업과 환경과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기업이 환경변화에 대

처하는 방식을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으로 설명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11)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향관계아래에서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제한된 합

10) Schroer. M, Raume, Orte, Grenzen. 2006 ; 정인모 외 역, “공간, 장소, 경계 : 공간의 

사회학이론 정립을 위하여”, 서울 : 에코리브르, 2010, 심한별(2013), p.16에서 재인용
11) Lawrence & Lorsch,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 Managing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최천근, 이창원(2012), 

p.119에서 재인용



- 19 -

리성 ; bounded rationality”12)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력, 지

식, 자본 등 개별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의 행위가 결집된 상품생산 

전 과정은 기업들 간의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의 틀 속에서 존재하게 된

다. 따라서,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생존은 높은 지가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판

매시장과의 접근성 그리고 관련업체와의 상호교류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도시지역에 남기로 한 전략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심한별, 2013) 그리

고 산업 간 연계활동의 발생은 상호 보완을 통해 기업의 가치역량을 증대시

키고 장기적 발전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대처능력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곧 

공간을 통해 나타난다.(최병두, 2003)

이처럼 “사업체의 행태를 생산활동의 환경이 되는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

서” 이해하는 시각을 제도주의적 접근이론 이라고 한다.13) 중요한 사실은 기

업의 조직형성에 관련된 많은 부분이 제도주의 이론과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

고 있는 만큼 산업입지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지·건축물 단위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용적률, 층수 

및 높이제한, 그리고 입주허용가능업종 등 법·제도를 통해 상호 매개된 규칙

들이 공간으로 가시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조직된 공간들이 의사결정

과정의 새로운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활동의 입지요인을 설명한 기존의 연구들은 입지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임대료와 작업환경,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성, 교통편의, 판매시장·

원료시장접근성, 유사업종 집적도, 공장점유형태(자가/임대)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김태선, 2007; 김종열, 최민철, 2014) 그러나 제도주의적 시각에 비추

어 본다면, 입지선택은 어느 한 가지 요소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

12) Simon, Herbert A. Administrative Behavior ; A Study of Decision-Making Processe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3rd ed., New York : The free Press, 1957, 최천근, 

이창원(2012), p.119에서 재인용
13) Lyons, D. “Embeddedness, Milieu, and Innovation amon High-Technology Firms : 

A Richardson, Texas, Case Study.” Envrionment and Planning A 32.5, 2000, 심한별

(2013), p.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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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각의 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제도주의적 시각에 근거하여 건축행위 분석이 갖는 이점은 공간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장건축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정

태적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정태

적 연구들은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에 새로 생겨난 것, 즉 처음과 끝에 주

목하여 그 특징만을 분석한다.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통해 단순히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건축행위 이면에 숨

어있는 다양한 갈래를 놓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건축행위의 영

향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생산활동 공간의 변

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장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과 기존 공장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입주하는 과정, 즉 건축행위의 발생에는 개별 작업장의 배치부터 

외부에서 내부에 이르는 화물차량의 수직·수평 이동동선 계획, 출입문의 위치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인쇄제조업을 예로 들어 본다면 인쇄공장

의 전면도로는 제품을 보관, 적재·하역하기 위한 조업공간으로 활용되는 양상

을 보인다.(최동혁, 2008)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형태의 공장들일 뿐이지

만, 공장에 입주하기 위해서 또는 인쇄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주거 또는 상업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외부형태

[그림 7] 생산활동변화에 따른 공장건축물 건축행위의 발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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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선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를 통해 산업공간의 내부적 변화가 어떤 경

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산업공간의 재구조화 현상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연계활동의 발생과 첨단 제조업,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은 산업공간이 가

지고 있는 업무공간과의 차별성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이상균, 

2015) 건축행위 발생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능간

의 전환 또는 이동현상, 그리고 물리적 환경조성에 관계된 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생산활동에 요구되는 특수한 형태, 특정한 환경이 무엇인지 가

늠할 수 있게 된다.  

2.2.2 산업재구조화 현상과 서울시 산업정책의 변화 

이 절에서는 산업 재구조화 현상의 특징을 노동인구와 고용부문의 변화측

면에서 설명하고, 이를 서울시의 산업정책과 비교해 보면서 그 실체를 파악

하기로 한다.14)

후기산업사회의 대표적 특징은 제조업비중의 감소와 서비스업비중의 증가

로 요약할 수 있다.(Bell, 2006) 이러한 논의는 경제발전과정에 따라 노동생

산성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보는 

시각에 기반 한다.(Clark, 1940) 1차 부문은 농업·임업 등 자연자원을 채취함

으로써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고, 2차 부문은 1차 부문에서 얻은 

자연자원을 가공하여 재화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3차 부문

은 건설업, 상업, 교육, 공공 행정 등과 같이 재화의 이동과 소비를 통해 설

명할 수 있다.(Clark, 1940) 

따라서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전은 노동인구 1인당 생산

14) 산업재구조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은 지역의 제조업 쇠퇴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 가운데서도 후기산업사회이론(Bell), 공간적분업론(Lovering), 

신산업지구론(Scott)(한상진, 2007 : p28)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산업분화 초기단계에서 

Clark에 의한 산업분류를 기초로 Daniel Bell의 후기산업사회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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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경제적 진보가 이뤄질 때 발생한다. 노동인구

의 중심축이 1차 부문에서 2차 부문으로, 2차 부문에서 3차 부문으로 옮겨가

는 현상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동한다. 노동인구의 중심축의 변동은 과잉성장과 경쟁의 심화로 인

해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발전해 나아가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윤철, 2008)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된 측정 변수들은 

종사자 수, 사업체 수 등 고용규모와 생산액 등 이었다.15)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비스경제의 등장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완전한 대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용규모측면에서 제조업 종사자 수의 감소가 “전체 경제

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역할 감소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제조업 

자체의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김원동, 2009) 오히려 

생산 활동의 공간적 특징을 관찰할 기존의 연구들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

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지역 특히, 도심부에 남게 된 제조업이 서비스부문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지적한다.(강우원, 1996 ; 심한

별, 2013에서 재인용)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단계에서 각 부문별 생산활동이 어떻게 재조합되고 

있는가에 관한 기존시각들은 본 연구에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공장건축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업활동 즉, 2차 부문 경제활동에 기초한 준공업지역의 공간적 변화양상을 

설명하기에 앞서 재화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공장건축물의 개념을 규

정하는 것은 이에 수용될 수 있는 생산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생산활동을 구성하는 각 부문별 생산주체들의 행태는 질

적인 면에서 과거의 모습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Bell(2006)이 언급한 

15) 대표적으로 심한별(2013)의 연구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보험업, 정보 및 통신업 등 

후기산업시기의 경제활동들이 지역 내 총생산액 ; GRDP 비중에서 제조업을 차례로 추

월하면서(1992년, 1999년) 서울의 산업구조가 산업화 이후의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3 -

바와 같은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서비스경제로의 변화16) 이외에

도 “직업분포에서 전문 기술직 계급의 부상”과 관련이 깊다. 특히 고차생산자

서비스업이라 일컫는 정보통신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은 반도체, 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기 등 도시형 첨단제조업의 발전과 궤를 같

이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울시의 산업정책변화와 그에 해당하는 

산업업종의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이라는 말이 대변하고 있는 서울시의 산업정책은 

산업의 국제화 및 지식고도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90년대의 시점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17) 비록 최근까지도 제조업을 인구유발시설로 인식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여 서울시의 인구집중 및 환경악화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탈-산업적 움직임이 있었으나18) ‘서울형산업’ 또는 ‘도시형산업’으로 통용되

는 인쇄·의류 등 기술집약적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산업기반을 보

호·육성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별로 형성된 산업클러스터와 산·학·연 연계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도심·서남·동북권역 산업벨트로 구분하고 특성화 된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제조업

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게 됨에 따라19) 생산활동의 그 영역적 범위는 단순히 

16) Bell(2006)의 탈산업사회(후기산업사회) 이론에서는 Clark(1945)가 제시했던 3가지 단계

의 부문별 경제활동 중 3차 부문을 세탁·수리·미용 등의 개인적 서비스, 운송, 상업, 통

신, 금융 등의 분배적 서비스, 그리고 보건, 의료, 연구 등의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원동(2009)은 Singelmann(1980)이 수행했던 미국, 영국, 독일, 프

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부문별 고용율 변화와의 비교를 통해 교육, 의료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7)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p52
18) 심한별(2013)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도심부를 비롯한 산업집적지역의 관리방향

이 “제조업의 지속을 바람직하지 않은, 부조리한 토지이용 현상”으로 대해 왔다고 말하

고 있다. 그 예시로서 ‘가든파이브 조성사업’과 같이 대규모 물류단지를 계획하여 제조업 

산업기반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들은 제조업이 밀려나고 비워진 그 자리를 금

융·보험업 등 업무중심공간으로 개발하려는 목표 하에 이루어졌다.   
19) 제조업 중요성의 재평가는 미국의 해외이전기업을 본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리쇼어링 ; 

reshoring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부활을 통해 미국의 내수 부흥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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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생산을 위한 경제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연구활동, 비즈니스서비스 

등과의 결합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때문에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 수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융합, 공존, 협력, 상생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실행전략에는 준공업지역을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하여 

서울의 다양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는 시도들이 포함되었다.(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2015) 특히 ‘산업뉴

타운’ 또는 ‘산업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

구20) 도입은 산업활성화와 도시계획적 지원조치를 통해 “도심형 제조업을 보

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연관효과를 통해서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업의 

성장의 토대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도시에서의 제조업 입지 필

요성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p74)  

권역명 권역내� 산업입지 특화육성� 및� 산업

도심�

창의산업벨트

·동대문디자인클러스터

·상암DMC단지

·여의도·용산� 국제업무단지

·디지털컨텐츠산업�

:�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 디자인산업,� 의류·패션산업,� 귀금속산업,�

� � 인쇄·출판산업

·� 금융� 및� 사업서비스산업

서남

첨단산업벨트

·마곡MRC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IT·NT·BT� 기술융합형� 산업

:� 정밀기기,� 의료스프트웨어� 등

·� 기존� 준공업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 � 나노메카트로닉스� 등

동북�

NIT산업벨트

·공릉� NIT� 미래산업단지

·성동� 준공업지역

·홍릉벤처벨리

·� IT·NT� 기술융합형� 산업

:� 정밀기기,� 의료� 소프트웨어� 등

·� 산약,� 신의료욕구,� 인공장기� 산업� 등

동남�

IT산업밸리

·테헤란벨리

·포이벨리

·� IT,� 컨벤션산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 디지털컨텐츠� 산업

:�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니션� 등

[표 5] 4대산업벨트 조성계획 <출처 :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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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개선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양재섭, 

2015) 이를 통해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산업입지정책

의 방향성과 내용의 일면을 확인 할 수 있다. 

진흥지구로 지정되게 될 경우 해당 지역은 진흥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정책의 방향성’과 ‘산업재구조화에 대응하

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각 지구별로 선정된 ‘권장업종’

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진흥지구 지정절차와 운영방법이 근거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

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권장업종은 “입지 상 비교우위에 있

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중 해당 진흥지구 내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진흥지구 지정 시 고시한 업종”을 가리킨다. 입지 상 비교우

위와 성장잠재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LQ(Location Quotient)분석과 고용성장

률(Pct Growth) 그리고 변화-할당(Shift Share)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특화지수가 높은 선도산업이 권장업종으로 지정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지만, 성동구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선도산업으로 파악된 단순 

제조·수리활동 중심의 수제화제작, 자동차수리 서비스업에서 R&D, 통신장비

제조업 등 기술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정책방향에 따라 권장

업종 선정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성동구의 주요 선도산업

은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C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0)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육성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비

공업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입지상 성장률 지역할당효과 분석결과

LQ� >� 1
Pct� Growth� >� 0

RS� >� 0 선도산업
RS� <� 0 특화성장산업

Pct� Growth� <� 0
RS� >� 0 특화쇠퇴산업
RS� <� 0 쇠퇴산업

LQ� <� 0
Pct� Growth� >� 0

RS� >� 0 신흥산업
RS� <� 0 비특화성장산업

Pct� Growth� <� 0
RS� >� 0

쇠퇴산업
RS� <� 0

[표 6] Industry Targeting Analysis를 통한 산업식별<출처 :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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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부터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

구 제외(C25), 전문직별공사업(F42),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H52), 출판업

(J58),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에 이른다. 그러

나 진흥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장업종 분류표’에는 IT에 해당하는 전자부

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출판업(J58), 통신업(J61), 컴퓨터 프

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과 BT산업 그리고 

R&D와 관련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연구개발업(M70)을 포

함한다. <부록 0-0> 

전통산업이 권장업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표면적으로 수제화·자동차수리·

금속가공 등 업체에 IT(Information Technology)를 접목하여 상호 기술협력으

로 첨단제품을 생산하려는 의도를 표방하고 있다. 실제로 그 안에서 전통산업

과 IT산업 간의 연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는 매우 한정적이지만, 정책목표가 지향하는 ‘전통산업 고도화’나 ‘IT·BT·R&D

산업 중심의 신 성장 거점 육성‘ 등은 준공업지역 관리 차원에서 산업재구조

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첨단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그리고 ’융합·공존·상생‘ 의 영역

으로 확장하고 있는 서울시의 산업재구조화 양상은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으로 

언급된 사회적 서비스와의 결합이나, 기술집약적 제조업 위주의 생산활동을 

그 특징으로 갖게 된다. 이는 곧 앞서 언급한 서울형 산업이나 도시형 산업

이 단순히 공해발생정도가 낮거나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

종21)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디자인·판촉 및 홍보활

동과 결합함으로써 서비스업에 근접한 형태를 띠기도 하고, 재화생산 그 자

체에 고도의 정신활동과 기술력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첨단산업이라고 분류되

는 것을 의미한다.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수제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던 시도

나 인쇄업과 출판업의 상생,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업체 주변으로 모형제작 

21) 도시형업종에 대한 정의는 다음 2장3절 법제도 고찰을 통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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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타제조업의 집적, 그리고 앱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 소프트웨어개발

자를 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르고 있는 현상 모두 산업

재구조화의 한 일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2.3 시사점

이상으로 건축행위와 산업재구조화 현상의 상호 연관성을 제도주의 입지

이론의 관점을 통해 설명하였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공장입지의 선

택은 다양한 제도적 요인의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현재 공장건축물 공급, 또

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축행위 역시 또 다른 제도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인구의 중심축이 고차 산업부문으로 이동하고 노동력

의 질적구성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상황은 서울시 산업정책이 탈산업화 이

후 최근까지 지식기반 첨단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 할 수 있다. 

이용자의 행태가 건축물의 속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

구조화에 따른 산업입지 규제 또는 발전정책은 곧 업종구성을 결정하고 이는 

건축행위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산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이 공장건축물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변

화 속에서 기업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산업재구조화

에 따라서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영향을 미친 규제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시지역 공장건축물의 속성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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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지역 공장건축물의 속성고찰 

오랜 기간 도시활동을 규제하고 관리해온 방식은 법률에 근거한 코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장소적 명성을 얻은 수많은 도시공간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규제의 결과물이다.22) 도시 활동을 규제하는 

법·제도는 경제, 사회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하였는데, 그것이 직접적으

로 건축공간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더라도 이 둘 사이의 영향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N. Pevsner, 1979) 

뒤에서 살펴볼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사항들은 관념적 대상

으로서의 공장건축물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코드로서의 공장건축물과 관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건축물에 대한 개념정의는 더더욱 중요하다. 공장건축

물을 둘러싼 제도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 우선적으로 공장건축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2)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수단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공장건축물은 형태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오

피스형 업무시설에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였는데(이상균, 2015), 이는 공장건

축물이 건축물 용도분류 상 업무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의

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장과 업무시설의 복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제

조·생산 기능과 업무 기능의 복합 또는 다양한 코드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흔

히 공장건축물을 말할 때, 제조시설이 갖추어진 굴뚝공장을 떠올리지만 이는 

건축법 상 용도분류의 하나인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형태적으로나 내

용적으로나 공장건축물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그림 9]와 

22) Rybczynski, W, Architects must listen to the melody. New work Times, Retrieved 

Dec 9, 2018, from http://www.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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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비공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

장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반면 최근

의 도시지역 공장건축물은 형태적인 

면에서,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오

히려 공장이라 할 수 없음에도 공장

건축을 규제하는 제도권의 영역 안에 

존재한다. 이는 서울시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공장건축물을 구성하는 

업종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형태 

또한 달라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장건축물은 건축법 상 용도분류

의 한 가지인 공장에 국한하지 않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반을 포

괄하는 개념으로 우선 정의한 뒤 법·제 도의 변천과정을 통해 그 개념을 명

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공장건축물을 공장건축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다양한 

코드들의 결과물로 보고 산업정책과 도시경제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현재 

도시지역 공장건축물이 점하고 있는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3.1 법·제도 내에서 공장건축물의 개념변화

공장건축의 시초는 산업혁명기로 거슬러 올라가, 가내 수공업이 대규모 방적

시설을 포함한 대량생산체제로 변화하면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N. 

Pevsner, 1979)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주거복지공간이 추가되

고, 또한 제조시설설치와 효율적인 생산동선 확보를 위해 공장건축은 점차 모듈

시스템이 도입되고 현재의 모습에 걸맞도록 전형 ; type 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산업활동이 현재처럼 분화되기 이전에 공장건축물은 다양한 도시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을 의미했다. 이후 공업환경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

들이 변화하면서 또 한번의 도약을 맞게 된다.23) 이 변화의 양상은 두 가지

23) 심한별의 연구(2013)는 도심부 제조업 도시에서 지속되면서 체질적으로 점차 서비스업화 

[그림 8] 성수동 자동차정비공장 (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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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공장건축물을 구성하는 업종의 체질변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반영한 건축물 외관의 형태적 변화이다. 공장건축물 또한 

마찬가지로 도시생산활동에 적합하도록 그 의미가 한정되고 점차 분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현행 법·제도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공장은 제조업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의 한 용도로 정의된다. 법 제정 초기에는 사용동력의 규모나 종업원

의 수, 생산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공장을 나열식으로 정의하던 것이 현재에 

와서는 기능에 따른 설명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그 갈래가 좀 더 다양해졌는데 

이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하 [별표1]) 제17호. 

공장의 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장건축물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확장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과거의 공장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재확인하고, 현

행 법 상에서 공장과 유사하지만 따로 정하고 있는 용도들을 함께 살펴봄으

로써 가능할 것이다. 

1962년 건축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입지규제에 

관한 체계는 1934년 공표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바탕을 둔 것 이었다.(심한

별, 2013) 이 법에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각각 

“상시 사용하는 원동기의 마력수의 합계가 3마력을 초과하는 공장”과 “ … 15

마력 이상의 공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

위를 물품의 제조, 가공, 표백, 사취(砂嘴), 단조(鍛造)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조건은 당시 서울시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던 공장건축물의 기능과 대

략적인 사업장면적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오랜 기간 

도심부 생산 활동의 집적지로서 다양한 기술적, 기능적 다양성을 갖게 된 세

운지구 내의 공장건축물들은 금속, 유리, 합성고무, 플라스틱 등을 취급하는 

여러 종류의 제조업사업체가 소규모로 결집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도심부 제조업이 도시공간구조의 위

계상 맞지 않다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도심부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려고 

했던 서울시 탈산업정책과 도심부 제조업의 체질적 특성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도

심부에서 제조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조업의 사업적 특질이 서비스업으로 점차 

확장되었기 때문이며, 도시형태적 측면에서 내부의 기업들간에 연계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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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제도적 기준이 확립된 것은 1978년 10월 30일

을 기점으로 새로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공표되면서 부터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세분하는 작업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불허(不許)하

는 건축물의 종류를 한데모아 비슷한 군집별로 묶고 그 목록을 나열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눈에 띄는 한 가지는 차량용 부품을 수거해 재조립하는 등의 조

립공업 위주로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업이 1970년대 들어 제도권 안으로 편입

되기 시작하면서(김희식, 2014) 이와 동시에 건축법에서도 자동차관련시설의 

한 분류로서 자동차수리공장이라는 항목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물론 그 이전

에도 자동차수리공장은 ‘00공업사’ 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장의 

한 형태로서 취급되었고, 상시 사용하는 원동기의 출력에 따라 공장의 입지

를 제한하던 초기의 법령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자동차수리공장도 용도지역제

의 입지규제를 받는 공장의 한 분류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서

비스업과 제조업의 경계가 좀 더 명확해지면서 제조업 공장과는 별개의 새로

운 용도로 구분되었다.24) 

이후 1980년 개정건축법은 기존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공장건축물의 입지허용범위를 도시형업종의 공장, 즉 현재의 용도와 비교해봤

을 때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와 수리점에 한해 주거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건축법제정 초기에는 허용되었지만 이후 규정 

강화로 주거지역에 잔류하게 된 소형공장25)을 양성화하고 1980년 1월1일부

로 시행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업배치법’26))에 

따라 비공해(非公害) 공장에 한해서 신·증설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에는 바닥

24) 1978년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별표]의 건축물용도분류에서는 공장건축물을 

<17> 공장, <18> 공해공장,  <19> 경도공해공장, <20> 작업소, <21>의1 자동차수리공

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후에 1992년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공장건축물을 

<17> 공장(공해공장과 일반공장으로 분류)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25) 전술한 바와 같이 3마력 미만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은 주거지역에서의 입지가 허용

되었으나, 이후에는 0.25마력 이하의 공장, 원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장(수공업공장)으

로 입지허용범위가 점차 줄어들다가 1978년도에 건축물 용도분류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공장입지가 전면 불허되었다. 
26) 2003년 7월 1일부로 공업배치법의 제명은 산집법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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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합계기준을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제

조업도 식료품·의복 생산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입

지규모가 좀 더 확대되고 허용하는 업종 또한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등 첨단산업으로 다양해지게 되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규정에 의하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제조, 가공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공장이 

갖추어야할 기능적 요구사항의 기본적 요소로서 제조업의 물품 생산 공정을 

가리키지만 애프터서비스라 일컫는 물품생산 이후의 후(後)처리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조기능을 갖춘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덧붙여서, 17호 규정의 후단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他)용도 군으

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만 기능적 차원의 기본적 성질을 공유하는, 공장과 유

사한 시설들이 있다는 점은 공장건축물이 일반적의미의 제조업공장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관련시설은 [별표1] 제20호 바목에서 세부항목으로 정

비공장을 규정하고 있다. 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주된 활동으로 자동차 종합/

전문 수리업 및 정비업,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2013)에 따른 제조업(C)과는 구분되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에 해당하지만 앞서 살펴본 공장의 기본적 속성과 비교해볼 

때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바에 따

라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정비공장의 시설면적과 장

비 및 환경기준27)은 자동차 정비공장을 공장건축물의 개념을 구성하는 구체

적 대상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동일한 논리의 흐름 속에서 [별표1] 제4호 4목에 규정된 제2종 근린생활

27)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6. 1. 7) [별표2] “자

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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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중 제조업소와 수리점도 공장건축물의 한 갈래로서 정의할 수 있다. 근

린생활시설 자체가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만큼, 제조업소와 수리점은 제한된 면적기준에 주거환경과 

양립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환경기

준을 의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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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코드

1962� ~� 1978년�

건축물용도분류� 제도화이전

1978� ~� 1980년

건축물용도분류� 제도화

1980� ~� 2000년�

도심산업이전정책

2000� ~� 현재�

산업재구조화시기

공장

·�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상시� 사용하는� 원동기의� 마력수의� 합계가� 3마력을�

초과하는� 공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용량� 10릿터이상� 30릿터미만의� 아세찌렝까스� 발생기

를� 사용하는� 금속공장

2� � 마력수의� 합계가� 0.25마력미만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뿜질

3.� 원동기를� 사용하는� 2대이하의� 연마기에� 의한� 금속의�

건조연마(공구만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4� � 콜크,� 에브나이트� 또는� 합성수지의� 분쇄� 또는� 건조연

마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5.� 제재,� 재봉기,� 직염사,� 조유,� 편물,� 제대� 또는� 줄칼날세

우기로서� 마력수의� 합계가� 1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

하는� 것

6� � 인쇄,� 제침� 또는� 석재를� 쪼개는� 일로서� 마력수의� 합계

가� 2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 상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당시� 사용하는� 원동기의� 마력수의� 합계가� 15마력이

상의� 공장(일간신문의� 인쇄소를� 제외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완구용보통화공기의� 제조

2.� 아세찌렝까스를� 사용하는� 금속의� 공작(아세찌렝까스의�

발생기의� 용적이� 30릿터이하의� 것� 또는� 용해� 아세찌렝

까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인화성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 또는� 드라이다이

닝

4.� 세루로이드의� 가열,� 가공� 또는� 기계톱을� 사용하는� 가

공

5.� 인쇄용잉크� 또는� 그림색감의� 제조

6.� 마력수의� 합계가� 0.25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 뿜질

7.� 아황산까스를� 사용하는� 물품의� 표백

8.� 골탄� 기타� 동물질탄의� 제조

9.� 우모류의� 세척,� 염색� 또는� 표백

10.� 넝마,� 부스럭솜,� 휴지,� 헌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소독,� 선별,� 세척또는� 표백

11.� 제면,� 고면의� 재제,� 기모,� 반모� 또는� 벨트의� 제조로서�

·� 공장� (19781030)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등을� 포

함한다)� 및�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5마력�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 � 2.� 상시� 작업인원이� 10인� 이상인� 것.� 다만,� 건설부장관이�

공해가� 없는� 작업장으로� 주거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공업은� 제외한다.

� � 3.� 공기압축기·전기� 또는� 아세칠렌� 용접기를� 사용하는� 것.

� � 4.� 한지를� 제조하는� 것.

� � 5.� 종이� 또는� 직물류의� 세척·염색·표백� 및� 선별하는� 것.

� � 6.�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것.

� � 7.� 동력퇴나� 로라를� 사용하여� 금속을� 가공하는� 것.

� � 8.�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 공해공장� (19781030)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

영하는� 것.

� � 1.� 독극물질의� 제조

� � 2.� 폭발성이� 있는� 물질의� 제조

� � 3.� 화학섬유의� 제조

� � 4.� 석탄가스·콕크스·활성탄의� 제조(수증기를�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 � 5.� 합성염료·안료·도료의� 제조

� � 6.� 압축가스·액화가스의� 제조(제빙� 또는� 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 � 7.�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고무제품·방향유·인조가죽·방

수지의� 제조

� � 8.� 아스팔트의� 제조나� 아스팔트·콜탈·몰탈·석유증유산물�

또는� 그� 잔유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

� � 9.� 비료의� 제조

� � 10.� 동력퇴를� 사용하는� 금속의� 가공

� � 11.� 시멘트·석고·소석회·생석회� 또는� 카아바이트의� 제조

� � 12.� 금속의� 용융� 또는� 정련(용량� 50리터이하인� 용해용기

를� 사용하는� 것� 또는� 활자·금속공예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

는� 것을� 제외한다)

� � 13.� 전기용� 카아본의� 제조� 또는� 흑연의� 분쇄

·� 공장� (19901112)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

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

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공해공장: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일반공장: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 공장� (19970716)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

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

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가.� 공해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

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아야� 하는� 공장

나.� 일반공장�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 공장� (20141014)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

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

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

한� 것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90716)

소방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총포화약류단속법

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다만,� 자

가난방을� 위한�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1.�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2.� 위험물제조소

3.� 위험물저장소

4.�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141014)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

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

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

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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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와 동시에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비공해공장이 추가되었음.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2. 뼈, 뿔류의 쪼갬 또는 건조연마기를 사용하는 것

13. 광물, 암석, 토사, 류황, 금속, 유리, 벽돌, 도자기, 뼈 

또는 조개껍질의 분쇄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4. 먹, 회로회 또는 련탄의 제조

15. 활자 또는 금속공예품의 주조(인쇄소에서의 활자의 

주조를 제외한다)

16. 기와, 벽돌, 토기, 도자기, 인조숫돌, 독 또는 법랑, 

철기의 제조

17. 유리의 제조 또는 사취

18. 동력추를 사용하는 금속의 단조

 기타 각령의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또는 

화약류의 저장 또는 처리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14. 중금속의 폐수를 배출하는 금속의 도금

  15. 유리의 제조

  16. 제지・팔프의 제조(한지의 제조를 제외한다)

  17. 금속후판 또는 형강의 공작으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삭마작업 또는 리벳트 치기작업(그라인다를 사용하는 삭마작

업을 제외한다)

  18. 출력의 합계가 4킬로왓트 이상인 원동기로 가동하는 

로올을 사용하는 금속선・금속판 또는 금속관등의 압연

  19. 동물사료의 제조

  20. 피혁의 제조

  21. 염색가공

・ 경도공해공장 (19781030)

  공해공장 이외의 공장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자원순환

관련시설

・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9970909)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20141014)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 근린생활시설 中 (19801112)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

장・방아간・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200평방 미터 미만인 것.1)

・ 근린생활시설 中 (1990716)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

장 및 방앗간・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

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19970909)

제조업・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

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20080922)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

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

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

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

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정비공장

・ 자동차 관련시설

1. 자동차수리 공장

2. 세차장・폐차장

3. 자동차매매장・자동차부속상

4. 영업용 차고(주차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5. 자동차 정류장

6. 자동차 운전교습장

・ 자동차관련시설 

1. 차고

2. 세차장

3. 폐차장

4. 자동차검사장

5. 자동차매매장

6. 자동차부속상

7. 자동차운전교습장

・ 자동차관련시설 (19970909)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표 7] 공장건축물의 개념변화 (공장건축물 코드의 분류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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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하 ‘산업집적

법’)을 통해서 공장을 지칭하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본

다. 산업집적법은 공장건축의 행위제한을 포함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 법

에서 정하는 공장의 의미가 시대변화에 따라 어떻게 축소 또는 확장되었는지

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산업집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건축물의 범주는 

용도를 제조업에 한정하고 있으나 법 제정 초기 그 대상은 다양한 의미를 지

니고 있었다.

공업배치법� [법률� 제� 3069호,� 1977.� 12.� 31제정]� 제2조(용어의정의)

공장이라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제조공정(가공,수

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당시 규정에서는 공장을 물품제조, 가공, 수리 공정을 포함하는 설비의 설

치유문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때문에 자동차수리공장은 현재 엄밀한 의미에서

공장과 따로 분류되는 것과 다르게 공장건축물과 같은 대상으로 포함되었으

며, 탈산업화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공장이 지금과 같이 제조업 생산공간을 대상으로 한 

것은 기존 공업배치법이 1991년 폐지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현 

산업집적법)이 제정되고서부터이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을 제조업종

에 으로 제한하였으며, 자연스레 공장설립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 자동차 정

비공장29)은 서울시내 성동, 장안평 등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게 된다. 

29) 이 시기 자동차정비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자동차 수요는 국민경제 

향상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동차 정비업 물

량 또한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정비에 관한 규제조항은 1967년 최초 시행된 

도로운송차량법을 통해 알 수 있으나, 1996년 자동차관리법(구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정비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됨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동차

관리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자동차관리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자동

차관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하하는 한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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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식, 2014) 

2000년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집적법은 또 한 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

어 졌다. 지식산업센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초기의 

공업배치법에서는 다수의 공장이 입주하여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형태 지칭하였으나, 규모(3층이상)와 입주해야하는 최소 공장의 대수(6대)를 

명시하여 좀 더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30) 아파트형공장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

장한 것은 1990년대를 전후한 시기이나, 이 당시 모호했던 법률기준을 구체화 

함으로써 공장설립규제와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아파트형공장은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우

까지 허용하고 그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 또한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이면서 

용적률 300퍼센트 이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산업형태의 등장에 따른 공

장건축물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지식산업센터로 대표되

는 현재 도시지역 공장건축물이 더 이상 제조업생산활동 뿐 아니라 지식기반

의 서비스업을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장건축

물이 건축법 상 공장 뿐 아니라 업무시설 등 다양한 코드의 집합체라는 시각

과도 일치한다.

한편으로 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사항 중 도시형공장은 의미 상 제조업소 

또는 수리점을 지칭하고 있는데, 업종과 규모에 대한 제한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설비운영 등 환경기준이 추가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 공장건축물의 개념은 산업분류가 체계화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시설용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방

향으로 확장을 거듭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건축법이 공장건축물의 의미를 기

능과 면적에 따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산집법의 적용 대상이 되

는 공장건축물은 제조업 기능을 가진 공간에 한정되어 있다. 산집법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

생략)” (출처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5104호, 1996. 10. 30 시행])
30) 이는 당시 자금지수 및 조세감면 등 혜택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형공장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 짐으로써 관련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목적이 있었다. (출처 ;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 15432호, 1997. 7.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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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1)”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C)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정비 및 수리 등 서비스업을 운영

하는 정비공장의 경우에는 산집법 상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

나 이는 단순히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정비공장을 공장건축물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장건축물의 한 갈래로서 정비공장이 갖는 생산 공간으로서의 기본적 속성

은 여전히 유효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지식산업센터는 비(非)제조업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산집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장건축물이 갖는 현재적의미를 

제조업기능에만 한정할 수 없음은 더욱 분명해 보인다.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공장이라고 부르던 것으로서 “제조업, 지식산업32) 및 정보통신산

업33)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

축물”로 정의된다. 광고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등 

과학기술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 대표적인 지식산업에 해

당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정보통신산업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3.2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관련 규제사항

「건축법」과 「산업집적법」의 개정을 거치면서 공장건축물의 개념은 더

욱 명확해지고 다양한 대상을 지칭하게 되었다. 대상을 명확히 식별하는 작

업은 동시에 공장건축물 중에서 도심부적격 산업이라고 일컫는 일부 업종과 

규모의 공장에 대한 신설·증설 배제와 함께 이루어졌다. 

31) 「산집법」(시행 2017. 10. 31), 제2조제1항 
32) 「산집법 시행령」(시행 2017. 10. 31), 제6조제2항 
33) 위의 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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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시 탈산업화 및 지식산업고도화정책기와 2000

년대 이후의 산업재구조화 시기로 나누어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와 관련된 

규제사항들의 내용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 산업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유도한 일련의 사건은 1983년 7월 1일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법은 법 제정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34)하고자 하였

는데, 그 내용은 크게, 수도권의 권역별 구분과 권역에 따른 도시개발규제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당시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정한 권역구분은 다섯 개로 이

루어 졌으며,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

유도권역으로 명명되었다.35)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은 이전촉진권역에 포함

되었으며36), 이전촉진권역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

는 내용의 정비계획수립이 선행되었다. 이때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는 학교와 

대학,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뿐 아니라 공장이 포함되었는데,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른 개발제한이 적용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3. 공업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을 제외한다.) 으로서 작업장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5인이상인 것. 

이 조항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소

규모 제조업소 및 수리점을 제외한 공장이다. 이러한 이전조치는 환경문제와

34) 개정이유 “이전촉진권역안에서 신설·증설등이 제한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및 규

모를 정하고, 동권역안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

여 그 제한을 일부완화할 수 있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과 그 신설·증설등 행위의 

범위를 정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1251호, 1983. 10. 20 제정)
35)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 3600호. 1982. 12. 31 제정) 제8조 (권역의 지정)
36)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군 주내면, 백석면, 장흥면, 남양주군 구리읍, 미금읍. 

와부읍, 진접읍, 진건면, 별내면, 고양군 신도읍, 일산읍, 벽제읍, 원당읍, 지도면 (공업배

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0649호, 1981. 12. 21 일부개정], 제2조 (이전촉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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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도시의 공간구조적 질서를 고차 산업활동

을 중심으로 재분배하려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 내 

공장 신·증설은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산업적, 형태적 

특질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서울시 제조업의 특징이 소규모의 영세화하게 

된 원인으로 꼽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탈산업정책과 공장건축행위 규제의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4년 한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공장총량규제 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

이다. 37)공장총량규제는 앞서 말한 인구유발시설의 신설·증설 총 허용량을 정

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은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 개정 초기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모든 유형의 공장을 포함하였으나 현재에는 50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공장으로 변화하였다.38)

그러나 한편으로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규제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

던 소규모 제조업소, 수리점 뿐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  

화받았던 일부업종의 아파트형공장은 신·증설이 허용되었다. 「산업집적법」 

37) 이와 동시에 수도권을 기존 5개 권역으로 구분하던 방식은 현행 법과 같이 과밀억제권

역,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3가지로 변경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4721호] 6조 
38) 산업집적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2009년을 기준으로 기준면적이 200제곱미터에서 상향조정되었음)을 대상으

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

경신청면적으로 기준으로 함. 당시 법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승인 없이 설립할 수 있으나,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이 되는 공장은 연면

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 소규모 공장의 설립도 어려우며” 라고 밝히고 있다. 

기간 공장건축� 총� 허용량 비고

2004� � 2006년 21,000㎡

공장건축� 총� 허용량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

2006� -� 2008년 608,000㎡
2009� � 2011년 229,000㎡
2012� -� 2014년 36,000㎡
2015� -� 2017년 33,000㎡
2018� -� 2020년 36,000㎡

[표 8] 서울시 공장건축 총 허용량의 변화 (200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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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항39)에 의해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1. 별표140)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 증설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으 ㅣ증가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이 내용을 담은 법령제정 초기의 공장건축면적 제한범위는 200제곱미터를 

그 기준으로 하였으나 1996년 한차례 법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조정되었다. 

당시 법령개정사유에서 밝히고 있는 사항 또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용이하

게 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도변천과정

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법령개정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

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공장총량규제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면서 부터이다. 

무엇보다도, 공장건축물의 업종을 제한하는 규정이 눈에 띄는데, 도시형업

종에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수제화 및 인쇄산업과 철강, 정보통신장

비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특정산업을 위한 공장건축의 규모와 건축행위가 

함께 조정된 것이다. 서울시 내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39)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을 신

설,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

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조성을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0) 공업지역의 경우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기존공장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의 

이전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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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시점과 도심형 제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시점이 

어느정도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서울시의 산업정책은 경제, 도시정책과 맥을 같이하며, 그 대상을 

규제하고 특정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진행된 측면이 있다. 지식산업

센터가 공장입지 난을 해소하고 환경개선측면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장점

이 있어 이에 대한 세제감면 및 입지 혜택이 주어지면서 준공업지역의 물리

적 특징과 더불어 질적인 업종구성 또한 변화하게 된 것이다. 

2.3.3 시사점 

이상으로 도시공간관리, 규제를 위한 코드로서 공장건축물의 구체적 대상

을 짚어보고, 건축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사항을 살펴보았다. 공장건축물

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제조업소 및 수리점, 자동차정비공

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고, 

각 대상들의 집합적 구성 또는 개별적 입지에 따라서 공장건축물의 실재 분

포양상은 더욱 다양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변화과정은 시대에 따라서 법령제

개정사유가 전하는 바와 같이 도시민의 경제수준향상 또는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정책 변화와 함께 이루어 졌다. 

시대별 산업정책의 구분에 따라 대체로 서울시 산업정책이 취해온 방식은 

공장건축물 신·증설 전반을 억제하는 것이었으나, 도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이

거나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따른 규모, 형태에 대한 

제한도 함께 수반되었다. 

때문에 산업재구조화 시기 생산활동공간은 도시형업종 또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공장건축물로 재편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이는 산

업집적법의 집적적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 것이다. 그 외 제도

권 밖에 존재하는, 이를테면 자동차정비공장이나 500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 

공장들의 경우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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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의 틀

3.1 연구내용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 및 자료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대상지인 성수2가

3동을 대상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건축행

위 중 공장건축물에서 발생한 신축·리모델링(증축 및 대수선), 그리고 용도변

경 사례를 추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공장

건축물의 구체적 대상들이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 발생사례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사례 분석에 앞서 각 기업체들의 공장건축물의 

점유형태 그리고 거실41)의 사용용도에 따른 기능을 군집화 하여 유형으로 분

류하고 분석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공장건축물의 사용 현황에 기초하여 자

료 분석의 지속적인 환류; feedback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셋째, 추출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건축물대장조회를 실시하여 건축행위특성을 

분석하였다. 건축행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지표는 건축물 내·외부의 기

능별 면적변화량이 사용되었다. 넷째, 현재 성수2가3동 공장건축물의 건축행

위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 중 일부를 통해서, 신축에 따른 공급유형과 리모델

링에 따른 공급유형 그리고 용도변경에 따른 공급유형의 건축적 특성을 실증

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해석을 기반으로 준공업지역 공장건

축물의 건축행위 특성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41)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

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제2조제1항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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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분석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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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 및 분석방법

3.2.1 건축행위통계 자료의 특성 및 분석방법

일반적인 의미의 건축행위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과 

같은 물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분석적 개념으로서 

건축행위는 물리적 변화 뿐 아니라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이에 수반되는 기능 

간 전환(轉換)의 방향성 내지는 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

서 건축행위의 측정지표로서 사용될 각 기능별 바닥면적변화는 기존의 부적

격산업시설 입지규제와 더불어 첨단산업을 유치 및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하

고 있는 서울시의 현 산업정책 내에서 공장건축물의 공급방향과 공급유형별 

분포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 측정값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축인허가통계’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건축인허가통계는 대지를 기본 단위로 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

선 및 용도변경,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에 해당하는 건축 활동에 대해 매 

월 단위로 통계자료가 작성된다. 건축인허가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허

가신청서 및 사용승인 후 작성하는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

며, 건축허가일, 대지위치,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용도의 표기

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따르고 있으나 자료

의 분류가 건축물대장 상 기재된 주 용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 업무시

설의 부속용도로서 생산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공장

건축물은 아니지만 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제조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

장건축물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 원(原)자료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층별 용도를 확인하고 웹검색 및 현장조

사를 거쳐 실제 생산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석대상에 포함할

지 혹은 제외할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건축인허가통계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공장건축물 대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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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과정을 거쳐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각 층별 용도와 바닥면적을 확

인하고 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장건축면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는 건축법령상의 규정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개정, 2017. 1. 13)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체

적으로 하나의 업종이 각각의 용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장

건축면적변화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용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결

국 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건축행위 특성을 측

정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건축행위의

개념정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바닥면적� 또는� 주요구조의� 변화를� 수반

·� 용도변경

→� 공장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기능� 간� 전환

건축행위의

분석지표

·� 기능별� 면적변화

→� 산업구조변화� =� 기능변화현상을� 내포
p

자료의� 수집

·� 건축인허가통계� (출처� :�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 건축허가날짜,� 대지위치,� 건축물� 주� 용도에� 따라� 분류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의분류에� 기반

·� 건축물대장

→� 건축행위의� 세부정보� 열람

·� [DAUM]� 및� [NAVER]� 로드뷰� 사진� 및� 현장조사

→� 건축행위� 발생이전,� 이후� 현황자료� 획득� � �

[표 9] 자료의 특성 및 분석방법

3.2.2 유형분류의 기준

(1) 기능유형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따른 생산기능의 면적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성업종마다 상이한 건축물 대장 상 표기용도를 기능별 군집으로 분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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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기능1은 제조업기능을 포함하며 건축물 내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

는 공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표기된다. 생산기능

2는 자동차정비업과 같은 제품수리 및 서비스 기능이 포함된다. 건축물 대장 

상 표기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자동차정비공장’이다. 생산기능

3은 정보통신업 및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산업기능을 가리

킨다. 이 업종이 점유하는 해당 공간은 대게 업무시설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

지만 지원기능에 부속되지 않는 개별 기업체의 전용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생산기능3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지원기능은 생산기능1, 2, 3에 부속되는 용도 또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공간으로 소규모 사무실, 기숙사, 주차장, 제품판매시설 

등이 해당된다.42) 그 밖에 생산활동에 사용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용도는 

기타기능으로 분류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금융업, 요식업 등이 해당된다. 

(2) 공장건축물 점유유형

공장건축물의 점유유형은 생산활동 기업체의 입주형태에 따라, 크게 1개 

기업체에 의해 소유 또는 사용되는 단일용도 공장건축물과, 2개 이상의 기업

체에 의해 집합적으로 소유 또는 사용되는 복합용도 공장건축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복합용도 공장건축물은 개별 단위주호의 소유권을 각각의 기업

체에 분양하고 집합건축물로 등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전자는 복합용도 집합 공장건축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의미하며, 후

자는 복합용도 일반 공장건축물로서 일반공장을 의미한다. 또한 건축물의 주 

용도43)가 공장은 아니지만 임대용 상업건물로서 소규모 제조업소가 입주하여 

생산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따로 분류하

였으며, 자료조사과정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중 공장 또는 제조업소, 수리점이 

42) 「산집법 시행규칙」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43) 건축물의 주 용도는 바닥면적 합계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 설정된다. 예

를들어 바닥면적 합계 100㎡인 건축물 내 공장용도 바닥면적이 75㎡이고 사무소 바닥면

적이 25㎡라면 이 건축물의 주 용도는 공장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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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업종 건축물� 대장� 상� 용도표기

생산기능� 1 제조업(C)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생산기능� 2 자동차정비업(S)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자동차정비공장

생산기능� 3 지식기반산업(J,� M)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구소)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부속용도가� 아닌� 단일� 기업체의�

전용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생산기능3으로� 분류

지원기능
주거복지,� 생산물품판매,�

연구,� 업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구소)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기숙사,� 주차장,� 폐차장,� 매매장

기타 부동산중개업,� 금융업,� 음식판매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PC게임제공업소,�

학원)�

*� 실제� 이용실태에� 따른� 생산기능3과� 지원기능의� 차이

[표 10] 생산기능과 기능별 용도의 군집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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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한편으로 실제 공장건축물 내 입주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기능을 담

당하는 제조업,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연구개발 및 전문기술 서비스 업 등 

업체뿐 아니라, 음식점, 판매소, 금융업소 등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대게의 공장건축물은 생산기능 바닥 면적이 절반이상

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축물 주 용도가 공장 또는 정비공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축물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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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용도� 공장건축물
복합용도� 공장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집합건축물 일반건축물

점
유
유
형

특
징

·� 입주기업체� 수� 1� 이하

·� 일반건축물

·� 주용도� :� 정비공장� 또는� 공장�

·� 입주기업체� 수� 2� 이상

·� 집합건축물�

·� 입주업종� 다양

·�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업� 기

업체의� 경우에도� 공장을� 사무

소로� 용도변경� 없이� 사용가능

·� 주용도� :� 공장

·� 입주기업체� 수� 2� 이상

·� 일반건축물�

·�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업� 기

업체의� 경우� 건축물� 사용� 시�

사무소로� 용도표기.

·� 주용도� :� 공장

·� 입주기업체� 수� 1� 이상

·� 일반� 또는� 집합건축물

·� 생산기능� 바닥면적이� 극히� 일

부를� 차지함,� 생산기능은� ‘제

조업소’,� ‘수리점’,� 또는� ‘사무

소’로� 용도표기.�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표 11] 공장건축물 점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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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 발생사례 추출

사례대상지에서 발생한 건축인허가사례는 260개 건축물, 482건으로 집계되

었다.[표 1-3] 이 중 착공이 완료되지 않은 신축허가사례와 건축물대장을 통

해서 세부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가설건축물, 그리고 생산기능을 갖추지 않은 

단독/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통신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시설일부

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어 제조업소가 존재하는 집합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

여 최종적으로 114개 건축물, 130건의 건축행위 사례를 추출하였다. 

[그림 10] 분석대상추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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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장건축면적 변화와 건축행위 특성비교

4.1 생산기능변화의 공간적 분포

4.1.1 사례대상지 내·외부 공장건축면적변화 비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성수2가3동에서 발생한 건축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생산 및 지원, 그리고 기타기능을 포함한 공장건축면적은 2013년 대비 1.3배

(145,56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생산기능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순 공장건축면적의 변화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순 공장건축면적은 공장건축물에 부속되는 지원 및 기타

시설을 제외하고 제조업과 자동차정비 및 수리업 그리고 지식산업 등 생산 활

동에 전용되는 면적을 가리킨다. 즉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

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그리고 공장과 정비공장의 바닥면적을 말한다.44)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의 순 공장건축면적은 1.37배(2,172,431㎡) 증가하였으며 사

례대상지가 속한 성동구에서는 1.51배(380,232㎡) 증가하였다. 사례대상지인 

성수2가3동의 순 공장건축면적은 1.24배(77,710㎡)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동구의 순 공장건축면적 변화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준공업지역이 속

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큰 변화의 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4)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일반 공장에 입주하는 생산기능3의 기업은 건축물 대장에 공장

이 아닌 ‘사무소’로 용도가 표기된다. 때문에 서울시전체를 전수 조사하여 사무소 용도 

중 생산기능3의 건축면적만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석 자료로 이용된 성수2가3

동 공장건축면적에 에는 일반 공장 내 생산기능3의 면적도 포함되어 있지만 총 면적변

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비하다. 따라서 사무소 용도를 제외한 제조업소, 수리

점, 공장 및 정비공장의 면적만으로 서울시 및 준공업지역이 속한 7개 자치구와의 공장

건축면적을 비교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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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적으로 성동구에서의 생산기능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생산기능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공간 개발이 성동구를 중심으로 나

타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대상지의 공장건축면적 변화가 성동

구 공장건축면적 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대형 복합 공장건축물의 신축을 추적함으로써 비교적 간

단하게 알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대형 복합 공장건축물의 신축은 공

장건축면적변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기간 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은 사례대상지 내부보다 사례대상지 외

부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다. 사례대상지에 속한 지식산업센터 중 조사기간 내 

신축 및 공장등록이 완료된 사례는 3건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사례의 순 공장

건축면적은 37,300.6㎡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사례대상지 외부

에서 신축 및 공장등록이 완료된 11건의 지식산업센터 순 공장건축면적45)은 

246,331.3㎡ 로 성동구 공장건축면적 변화의 약 65%를 차지한다.(표 0-0) 사

례대상지 외부에서 신축된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단지 또는 다세대주택단지 

주변 공장부지 내 공장건축물을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개

발에 드는 비용 및 기존 공장시설 철거에 따르는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비

교적 산업기반이 잘 유지되어 있는 사례대상지 내부보다 외부가 대형 공장건

축물을 신축 개발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46)  

45)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 통계,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www.femis.go.kr) 
46) 심한별(2013)은 도심부 재개발사업 대상구역 내에 매우 많은 수의 소규모 필지가 포함

되었던 것이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거래비용을 크게 했기 때문에” 재개

발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재개발에 드는 비용이 

생산활동의 집적 및 산업생태계의 활성화 정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주거·혼재양상이 

심화되어 산업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이들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신축이 더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나름의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성수2가3동� 공장건축면적� 변화�

http://www.fem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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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8년� (㎡) 변화율� (%)

서울시 5,924,332 8,096,763 1.37

강서구 445,138 451,240 1.01

구로구 819,754 821,091 1.00

금천구 1,992,674 2,465,140 1.24

도봉구 63,747 62,930 0.99

성동구 739,369 1,119,601 1.51

양천구 68,961 72,815 1.06

영등포구 500,809 729,074 1.46

[표 12] 서울시 및 준공업지역이 속한 자치구의 순 공장건축면적변화

또한 정책적으로도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지해 있어 주거·산업혼재가 심각

한 성수동 준공업지역 서측으로는 “적정규모 재생 유도를 통한 계획적 산업시

설 배치유도” 그리고 “산업·주거가 공생하는 환경조성 유도”를 제안하고 있

다.(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식산업센터가 갖고 있는 탈-산업적 이

미지, 그리고 신축을 통해 부가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가로환경개선 효과까지 

고려하면 주거지에 바로 인접해서 공장건축물이 들어오는 데에 따른 민원발생

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책적 노력과 생

산활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이 물리적환경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경로선택에 따라 공장건축면적의 변화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55 -

대지위치 동� 명칭 순� 공장건축면적(㎡) 준공시기

내
부

성수동2가� 281-16 - 19,247.8 2014

성수동2가� 301-51 - 13,123.1 2015

성수동2가� 315-73 - 4,928.7 2017

합� 계� 면� 적 30,036.6

외
부

성수동1가� 13-164 서울숲� IT밸리 40,667.1 2013

성수동2가� 333-15 서울숲� 한라시그마밸리II 19,744.4 2013

성수동1가� 671-6 서울숲� IT캐슬 27,996.2 2014

성수동2가� 323 서울숲� 드림타워 19,746.5 2015

성수동2가� 269-25 에이스하이엔드� 성수타워 27,173.4 2015

성수동1가� 656-603 - 5,700.2 2016

성수동1가� 656-1110 서울숲� L타워 16,160.1 2016

성수동1가� 656-3 서울숲� 포휴 33,071.0 2016

성수동1가� 656-334 서울숲� M타워 11,244.0 2017

성수동1가� 656-591 서울숲� A타워 30,934.8 2017

성수동1가� 8-6 - 13,893.6 2017

합� 계� 면� 적 246,331.3

� �

성수동1가� 656-591일대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전(2013년)·후(2017년)� 비교

(자료� :� 네이버,�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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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산업개발진흥지구 내·외부 공장건축면적변화 비교

한편으로 사례대상지를 산업개발진흥지구 내부와 외부로 나눠 각각의 기능

별 공장건축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진흥지구 내부(111,403.7㎡)가 외부

(33,623.9㎡)보다 약 3.3배 더 많은 공장건축면적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업개발진흥지구 외부의 공장건축면적 변화에서 지식산업센터, 즉 복합

용도 집합 공장건축물의 신축을 통한 공장건축면적변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

당하지만, 진흥지구 내부의 공장건축면적변화는 지식산업센터 뿐 아니라 복합

용도 일반공장건축물과 단일용도공장건축물을 통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공장건축면적의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이 구역

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사례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변화가 그 외 

내부 외부

신축 리모델링 용도변경 합계 신축 리모델링 용도변경 합계

복합일반 21.9 3.7 0.0 25.6 1.9 0.4 0.0 2.3

복합집합 38.5 0.0 0.0 38.5 28.3 0.0 0.0 28.3

단일 43.0 4.2 0.0 47.2 2.8 0.1 0.0 2.9

근생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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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환경 

변화의 그 외 다른 경로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뿐 아니라 단일용도 공장건축

물의 신축, 복합용도 일반 공장건축물의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와 점유형태가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책적 노력과 생산활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

이 공장건축면적변화에 영향일 끼친다고 언급하였는 바,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외부의 공장건축면적변화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이에 대한 근거에 좀 더 가까

이 다가갈 수 있다. 

내부 외부

신축 리모델링 용도변경 합계 신축 리모델링 용도변경 합계

기타 3.0 0.1 4.6 7.6 0.0 0.0 1.9 1.9

지원 49.4 7.3 -0.4 56.3 11.0 0.1 0.3 11.3

생산3 7.0 0.4 1.0 8.3 2.8 0.0 0.4 3.2

생산2 31.5 4.0 1.5 37.0 0.1 0.5 0.8 1.4

생산1 29.6 0.7 -7.2 23.1 19.2 -0.1 -3.2 16.0

합계

120.5 12.3 -0.4 132.4 33.0 0.6 0.3 33.9

(68.1) (5.0) (-4.7) (68.4) (22.1) (0.5) (-1.9) (20.6)

132.4 33.9

[표 15] 산업개발진흥지구 내·외부의 공장건축면적변화 비교 (건축행위 및 기능별)

공장건축물에 부속되는 주차장, 사무소, 직원복지시설 등 지원기능면적을 

제외하면 생산기능2(자동차정비 및 수리업)의 공장건축면적변화가 개발진흥지

구 내·외부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진흥지구 내부에서 두드러지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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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2의 공장건축면적 증가는 장안동 자동차중고매매시장과 인접하여 오랜 기

간 자동차 정비 및 수리관련 산업이 집적된 데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물론 생산기능2 공장건축면적변화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사례대상지 내에서 

수입차를 대상으로 한 대형 자동차정비공장의 신축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행위 발생사례 건수

도 진흥지구 내부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사업체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행

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개인 및 기타서비스업의 

고용감소는 타 기능의 유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장소적 이점이 상실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업계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자동차정비업은 최근 자동차 생산량 감소와 차량의 기계정밀도 향상 등 기술

발달로 인해 정비업 수요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3D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

해 고용규모가 계속적으로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관용, 2016)

이를 통해 산업개발진흥지구 도입이 지향했던 첨단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의 정책적 목표가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등 전통산업과 어느 정도 균

형을 맞추는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등 전통산업의 산업기반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개별 필지 단위의 소규모 점

진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원만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생산기능1의 

공장건축면적은 생산기능2의 공장건축면적 못지않게 진흥지구 내부에서 증가

하였음이 관찰된다. 진흥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생산기능1의 공장건축면적변화

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사례 1건을 제외하면 복합용도 일반 공장건축물의 신축 

또는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필지 단위의 점진적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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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자동차정비공장)신축 사례

대지면적 : 2,117㎡, 층수 : 지하4층 지상9층, 연면적 15,183㎡ (면적계산 : Autocad)

기능별 바닥면적 중 생산기능2(정비공장)이 6,270.1㎡(41%), 지원기능(매매장, 사무실, 제품

전시장)이 8,913,2㎡(59%)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13] 사례대상지에 위치한 B사의 자동차정비공장 (자료 : 인터넷 검색)

[그림 14] 산업개발진흥지구 외부 지식산업센터 공급 사례 (자료 : 네이버, 위성사진)

대지면적: 2,377㎡ 층수 : 지하3층 지상12층 연면적 ; 18,371㎡ (면적계산 : Autocad)

신축과 함께 주차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기능이 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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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소 결

공장건축면적의 증가를 그에 상응하는 공장건축물의 개발, 또는 건축행위

의 발생으로 이해한다면, 공장건축면적 변화의 공간적 분포는 공장건축물의 

개발, 또는 건축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공장건축면적 변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집합 공장건축물)의 신축을 추적함으로써 산업입지 

공급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비록 공

장건축면적의 증가가 생산기능 기업체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잠

재적으로 해당 지역이 이들 기업체의 입지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짐

작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알아낸 중요한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으로 대표되는 산

업공간의 대규모 개발이 사례대상지 내부보다 외부에서 더욱 많았으며, 특히 

사례대상지 내부는 리모델링과 용도변경 등 전체 공장건축면적 변화의 10%정

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수준의 소규모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 무엇보다도 산업개발진흥지구 내부의 건축행위 발생경로가 흥미로운데, 대

부분의 리모델링과 용도변경 행위가 진흥지구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으로 미루어 보아,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산업기반이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 하에서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개발진흥지구 내부에서 신축 외 건축행위의 지속이 함의하는 바는 

오랜 기간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기존 기업체들이 첨단산업과의 입지경쟁에

서 밀려 타 지역 또는 신축 공장건축물 내로 이전하지 않고 해당 장소에서 계

속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대응행동인 것이다.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전통산업 네트워크, 판매시장으로의 접근성, 양호한 기반시설 환경 등 입지적 

특성이 공장건축면적 변화 즉 생산활동의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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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산기능변화의 유형별 분포

공장건축면적변화의 공간적 분포가 생산 활동을 둘러싼 유·무형적환경 등 

입지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면 다음에 살펴볼 공장건축면적변화의 건

축행위 및 점유형태에 따른 분포는 물리적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

양한 경로선택의 결과물들을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건축행위의 3가지 경우의 

수와 점유형태의 4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내는 12가지의 결과물을 통해 공

장건축면적이 어떤 공장건축물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단위� :� 1,000㎡)

신축 리모델링 용도변경* 합� � � � 계

근린생활시설 0.0 0.4 0.0 0.4

단일용도� (일반) 45.8 4.3 0.0 50.1

복합용도� (일반) 23.8 4.1 0.0 27.9

복합용도� (집합) 66.8 0.0 0.0 66.8

합� � � � � � � � 계 136.4 8.8 0.0 144.2

[표 16] 건축행위 및 점유형태에 따른 공장건축면적변화의 유형별 분포

* 용도변경으로 인한 공장건축면적 변화의 합계가 0인 이유는,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에서 

줄어든 공장건축면적 변화량 –A(㎡)는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에서 늘어난 공장건축면적 +A

(㎡)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공장건축면적 변화의 총합은 –A + A = 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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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체적인 유형별 분포 양상은 신축의 경우 복합용도 집합 공장건축

물과 복합용도 일반 공장건축물, 그리고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의 합이 각각 절

반의 분포를 보여준다.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이 기업체 1개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지식산업센터를 의미하는 복합용도 집합 공장건축물의 공

급 이외에 개개의 업체의 공간이용특성에 맞도록 구성된 단일용도 공장건축물

의 공급은 의미 있는 변화현상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

지만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을 통한 공장건축면적의 변화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건축행위 발생은 신축에 비해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의 사례가 

더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점유형태를 중심으로 공장건축물

의 재활용이 두드러지는지는 뒤에 더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이는 산업생태계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생적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리적환경개선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업공

간재활성화의 정책적 방향성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대규모 공장건축물의 공

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행위와 점유형태에 따른 공장건축면적 변화를 기능별로 분류함

으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생산기능으로 대표되는 각각의 기업체들이 입지선

택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입주한 공장건축물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생산기능1의 공장건축면적이 신축 복합용도 집

합 공장건축물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면, 사례대상지에 입지하고 있는 제조

업체들은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

별 사례를 자세히 확인하고 입면, 외부공간 등 형태적 요소까지도 분석함으로

써 제조업 생산기능이 입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게 되는 건축적 요인이 무엇인

지 확인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의 분석은 각각의 생산기능 면적이 신축, 리모

델링, 그리고 용도변경을 통해 근생시설, 단일용도 · 복합용도 공장건축물 중 

어디에 얼마만큼 분포하는지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건축행위의 

대표성을 띄는 공장건축물의 사례분석은 각각의 유형별 분포에 따라 추가적으

로 제시하였다.



- 63 -

(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총량

2013 119.3 32.5 175.1 139.0 25.3 491.2

변화 3.6 0.8 -0.2 2.1 3.2 9.5

2014 122.9 33.3 174.9 141.1 28.5 500.7

변화 28.6 10.1 5.2 27.2 0.8 72.0

2015 151.6 43.4 180.1 168.4 29.3 572.7

변화 0.8 8.0 2.5 8.3 1.0 20.7

2016 152.4 51.5 182.5 176.7 30.3 593.4

변화 2.8 8.1 0.6 9.9 1.3 22.7

2017 155.2 59.6 183.2 186.6 31.6 616.1

변화 2.3 3.4 0.9 112. 2.4 20.6

2018 157.6 62.9 184.1 198.3 33.9 636.7

[표 17] 기능별 공장건축면적 변화

조사기간 동안 기능유형별 공장건축면적변화는 생산기능1(제조업), 생산기

능2(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생산기능3(지식기반산업), 지원기능, 기타기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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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공장건축면적에서 기능별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생산기능의 공장건축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생산기능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가 두

드러지는데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나타나는 제조업 생산활동의 전 산

업 대비 비중감소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물론 이를 가지고 향후에는 제조업기반이 약해지고 산업기능 전반이 서비

스업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장건축물의 기능적 측면

에서 생산활동에 할애되는 면적이 그만큼 소규모화 되어가는 추세라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대규모 설비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대단

위 공장건축물의 입지가 도시지역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새로운 경제에 

적합한 생산기능들은 작업활동에 필요한 설비시설들이 대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시형산업으로 각광받는 인쇄업공장을 1개소 설립하

는데 필요한 공간면적은 인쇄용 기기 및 제본기 등 설비 1대당 00㎡가 필요

하다. 보통의 중소형 인쇄기업들의 생산물량을 고려해봤을 때 업체당 대략 

000㎡정도의 공간만 확보되면 생산활동을 영위하는데 충분한 셈이다. 따라서 

공장건축면적에서 생산기능1의 면적면화는 제조업을 구성하는 세부 업종의 변

화 즉 제조업의 체질이 바뀌게 된 것에 기인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생산기능2의 면적변화는 절대량과 상대량 모두에서 증가하였는

데, 공장건축면적변화의 공간적분포를 통해 확인했듯이, 자동차정비업체가 수

입차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종합정비공장의 성격으로 점차 재편되어 가는 현상

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소규모 경정비나 2·3급 부분정비업체가 취급하는 

수리서비스가 많지 않고 이는 곧 확보해야할 설비공간의 면적규모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대형종합정비공장의 특징은 Car-lift를 이용해

서 수리차량의 수직이동이 가능하고, 정비공장을 아파트형공장처럼 적층해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열과 최민철(2014)이 지적했듯이 1급 종합정비업의 경우 입지선정요소

로서 주거단지 근접성 보다는 판매시장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대게는 근생시설이나 공동주택 저층부에 위치하는 소규모 정비공장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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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전체에 단일용도의 대형정비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준공업지역 

특히 성수동이 갖고 있는 자동차 수리업체 집적으로 인한 정비업의 수요가 주

요메이저 업체들의 공장입지에 영향을 끼쳤고 판매시장과의 접근성이 높은 만

큼 공장건축물의 계획에 있어서도 저층부를 고집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산기능3면적의 변화는 전체 공장건축면적의 약 10%정도를 차

지하고 있지만 꾸준히 일정규모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량에서도 점진적

인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종업원 1인당 작업활동에 필요한 

면적 또는 설비 1개당 생산활동에 요구되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산기

능 3의 공장건축면적이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성수동 준공업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 인큐베이터’의 

성격 상 대기업보다는 소형 벤처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

장건축면적은 소규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기능별 공장건축면적의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인 변화 비교를 통해 각

각의 기능이 대표하는 업종별 공간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산업재구조화에 따

라 나타나는 1) 제조업 생산기능의 공장면적은 다수의 업체가 조금씩 나눠 갖

는 식으로 작게 분할되고 있으며, 2) 자동차 수리 및 정비업 생산기능은 대형

종합정비공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또한 3) 지식기반산업의 생산기능은 소규모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생성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생산기능별 변화의 주류적인 흐름을 얘기할 수 있을 뿐 

공장건축물의 형태적 특징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다음으로는 공장건축면적의 

변화가 각각의 점유유형별로 어떤 분포를 띠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각

각의 생산기능이 입주하고 있는 공장건축물의 차이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4.2.1 신축을 통한 공장건축면적 변화

최근 5년 이내에 신축이 완료된 공장건축물의 기능분포는 생산기능1의 공

장건축면적이 약 34.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정비 및 수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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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생산기능2 그리고 생산기능3의 공장건축면적이 

각각 18.2%, 5.7%로 나타난다. (표 18) 

(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공장건축면적 47.0 24.9 7.8 55.5 1.6 136.8

[표 18] 신축 공장건축물의 기능별 공장건축면적 분포

이를 점유형태에 따라 세분화해보면 제조업 생산기능의 대부분은 복합용도 

공장건축물, 특히 그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하는 복합용도 집합 공장

건축물에 대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기능1의 공장건축면적 공

급량 중에서 약 73%에 해당하는 면적이 지식산업센터에 분포하고 있다. 단순

히 공장건축면적만을 가지고 제조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선호한다

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생산활동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이 개별 제조업체의 

입주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앞으로 제조업체들의 입주선택은 지식산

업센터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등 생산기능2의 공장건축면적은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에서 높은 분포를 보여준다.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체가 제조업체

와 동일 건축물 내에서 집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이들 정비공장이 필요로 

하는 공장의 기능적·형태적 요구사항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공장건축면적의 기능별 분포양상을 통해 살펴봤듯이 대체적으로 

생산기능3의 공장건축면적이 생산기능1의 공장건축면적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유독 신축 공장건축물에서 적은 이유는 이들 신축 공장건축물, 특히 지식산업

센터의 준공 후 기업체들의 입주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료조사과정에



- 67 -

서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공실(公室)로 남아있는 단위주호는 기본 값을 생산

기능1로 분류하였다. 

(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복합용도(일반) 8.5 4.3 4.7 5.0 1.6 24.2

복합용도(집합) 34.2 0 3.1 29.5 0 66.8

단일용도(일반) 4.2 20.6 0 21.0 0 45.8

[표 19] 신축 공장건축물의 점유형태에 따른 기능별 공장건축면적 분포

다음으로 신축 공장건축물의 개별 사례분석을 통해 공장건축물의 질적인 

변화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

장건축물의 외관을 통해 드러난다. 입면에 사용된 외장재나 설비시설의 배치, 

그리고 저층부의 용도구성 등이 기존의 공장건축물과는 차별화되어 있어 일반 

업무시설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공장건축물이 가로와 면하고 

있는 지점의 연결은 바로 작업공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응대를 위

해 안내 데스크가 설치된 홀이 나타나거나, 또는 마당, 일반·휴게음식점 및 소

매점, 은행 등 부수적인 시설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공장건축물을 

구성하는 업종의 성격이 더 이상 제조업 생산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제품판매 

및 홍보 등 소비자 서비스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장건축물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물류이동을 위한 차량 진·출입 

동선은 건물 후면에 배치하여 보행자 동선과 분리시키고, 전면부 입면에는 유

리, 화강석, 대리석 등 석재를 사용하여 좀 더 단정되고 세련된 인상을 주고 

있다. 입면을 통해 관찰 할 수 있는 이러한 속성들은 점유형태에 관계없이 공

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기업체의 규모와 구성업종 그리고 필지형태에 따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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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입주업체들 간의 상호 연계가능성이다. 복합용도 공

장건축물에서는 입주한 기업체들 간의 상호 연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

종 이라하더라도 동일공장건축물에서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

는 상호 연계가능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업종이 동일 

중분류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인쇄 및 기록매

체 복제업(C18)에 속하는 하위 업종 중 경 인쇄업(C18111)과 제책업

(C18122)은 상호연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업(C29)에 속한 유압기기제조업(C29120)과는 상호연계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복합용도의 공장건축물은 공장건축면적의 대부분이 1개 제조업체

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외의 부분은 사무소 용도로 임대하여 여성복 전용 인

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물류업체, 통신장비 도매업체 등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는 일부 사례에서는 동일 건축물 내 제조업체가 2-3개 씩 입주하기

도 하지만 이들 업종간의 상호 연계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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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no.110 0.00 4.30 3.28 3.23 0.65 11.46

no.164 1.90 0.00 0.00 0.00 0.00 1.90

no.103 2.19 0.00 0.00 0.36 0.37 2.93

no.86 1.88 0.00 0.33 0.44 0.34 2.98

no.57 2.24 0.00 0.43 0.66 0.00 3.34

no.54 0.33 0.00 0.66 0.30 0.27 1.56

생산품 대표업종 업종명

no.110
- S952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no.164

스크린 C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박스,� 팩케이스 C18119 기타� 인쇄업

진공펌프� 및� 관련기계 C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no.103 책자물� 및� 기타� 인쇄물 C18119 기타� 인쇄업

no.86

배연창체인 C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no.57

상업용인쇄물 C18111 경� 인쇄업

no.54

프레스금형 C29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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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복합용도 (일반) 공장건축물 신축분석 (좌), 단일용도 공장건축물 신축분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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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계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장건축물 내 입주업종이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건축물 자체가 언제든 공간일부를 임대하여 타 용

도가 입주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성업종의 질적 환경이 변화한 것도 한 가지 요인이겠지만, 

과거와 같이 대단위 공장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층고를 높게 

확보하고 장스펜의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생산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간편하기 

때문에 생산활동 또한 이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no.248 4.93 0.00 0.00 5.04 0.00 9.97

no.219 10.05 0.00 3.08 5.25 0.00 18.37

no.123 19.25 0.00 0.00 19.25 0.00 38.50

생산품 대표업종 업종명

no.248

… … …

no.219

방송시스템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M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M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no.123

… … …

[표 22] 복합용도 (집합) 공장건축물의 기능별 면적분포 및 생산기능 입주업체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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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복합용도 (집합) 공장건축물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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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no.8 0.00 0.47 0.00 0.01 0.00 0.47

no.34 0.41 0.00 0.00 0.05 0.00 0.46

no.79 0.00 0.19 0.00 0.19 0.00 0.38

no.94 0.00 0.16 0.00 0.00 0.00 0.16

no.100 0.22 0.00 0.00 0.00 0.00 0.22

no.237 0.00 0.07 0.00 0.00 0.00 0.07

no.21 0.66 0.00 0.00 0.49 0.00 1.14

no.22 0.00 1.55 0.00 0.47 0.00 2.02

no.27 0.88 0.00 0.00 1.40 0.00 2.28

no.49 0.00 1.68 0.00 0.00 0.00 1.68

no.149 2.04 0.00 0.00 0.67 0.00 2.70

no.4 0.00 6.27 0.00 8.91 0.00 15.18

no.72 0.00 6.94 0.00 2.97 0.00 9.91

no.115 0.00 3.32 0.00 5.83 0.00 9.15

생산품 대표업종 업종명



- 74 -

생산품 대표업종 업종명

no.79 - S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no.94 - S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no.100 - C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no.237 - S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no.21 신발(구두류) C15211 구두류� 제조업

no.22 - S952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no.27 - C25921 금속� 열처리업

no.49 - S952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no.149 종이인쇄 C18111 경� 인쇄업

no.4 - S952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no.72 - S952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no.115 - S952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표 25] 단일용도 (일반) 공장건축물의 기능별 면적분포 및 생산기능 입주업체 현황 (2)

반면에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의 신축은 개별 기업체들의 대안적 입지선택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식

산업센터나 복합용도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위주호의 형태가 일부 업종에

게 공간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공장건축물의 유연적 특

징은 구성업종의 성격에 따른 것이지만, 사례대상지 내부에는 여전히 대규모 

설비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도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설비시설 설

치에 많은 공간을 할애해야하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중심으로 단일용도공장의 

신축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을 통해서도 입면계획과 저층부 용도구성

을 통해 드러나는 질적인 변화는 동일하게 관찰된다. 오히려 ‘동네 카센터’라

는 낙후된 인상을 주었던 기존 정비공장의 모습에서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

를 주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은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과 같이 개인 서

비스업종이 갖고 있는 기업체적 특질이 점점 고급화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업종의 성격과 기업체 규모는 공장건축물의 외적인 

부분을 통해 투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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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리모델링을 통한 공장건축면적 변화

리모델링을 통해 변화한 공장건축면적은 생산기능2가 약 34%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생산기능1과 생산기능3순으로 뒤를 잇는다. 앞에서 살

펴본 신축을 통한 공장건축면적 변화가 각각의 생산기능에 적합한 공장건축물

의 물리적 환경을 보여준다면, 리모델링 사례는 개별 기업체들이 구성업종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 경향성을 보

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공장건축면적 0.7 3 0.4 4.7 0.1 8.8

[표 26] 리모델링 공장건축물의 기능별 공장건축면적 분포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대부분 신축이 이루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

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입주기업체들이 단위주호의 구성에 맞추어 공간을 이

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 또는 대수선신고 사례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 외 점

유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복합용도 일반 공장건축물의 리모델링에서는 지원

기능의 공장건축면적 증가를, 그리고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의 리모델링에서는 

생산기능2의 공장건축면적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일부 면적변화는 근린생활

시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애초에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 발생했다기보다는 근생시설의 증축부분에 제조업체가 입주하면

서 임대용 업무시설일부가 공장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물

론 이러한 입주선택도 산업공간의 변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발생사

례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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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복합용도(일반) 0.3 0.4 0.4 3.1 0.0 4.2

단일용도(일반) 0.1 2.6 0.0 1.6 0.0 4.3

근린생활시설 0.3 0.0 0.0 0.0 0.1 0.4

[표� 27]� 리모델링� 공장건축물의� 점유형태에� 따른� 기능별� 공장건축면적� 분포

사례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개별 공장건축물의 질적인 변화특징은 

대체적으로 소규모 증축이 이루어진 뒤에 부족한 작업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거

나 기존에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막아놓았던 마당부분 담장을 허물어서 

입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체가 많이 분포하며, 복합용도 일반 공장건축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원기

능의 증가는 다수의 사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공장건축물에서 집

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의 복합용도 공장

건축물은 제조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도시지역에 본사의 업무기능을 남

겨두는 형태의 공장유형을 볼 수 있다. 이 공장건축물에는 금속용 주방기기를 

제조하는 D업체의 공장이 있고, 이와 관련된 주방기기 판매, 가공식품 도매업

체 들이 입점해 있다. 공장의 최초 등록이 이루어진 1978년 이후로 가장 최근

에 발생한 리모델링은 수직증축을 통해 물류보관용 창고를 더 확보하는 것이

었는데, 본사가 위치한 성수동 공장의 기능은 물품생산보다는 연관업체와 협

약을 맺는 등 기업활동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47)

47) http://www.daeryung.net/page/sub1_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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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no.217
전 0.12 0.00 0.00 0.00 0.08 0.20

후 0.12 0.37 0.00 0.00 0.08 0.57

no.129
전 1.13 0.00 0.24 0.10 0.00 1.47

후 1.13 0.00 0.24 0.13 0.00 1.50

no.96
전 0.86 1.05 0.43 0.21 0.28 2.83

후 0.86 1.05 0.43 0.21 0.28 2.83

no.83
전 0.16 0.24 0.00 0.12 0.00 0.52

후 0.16 0.31 0.00 0.12 0.00 0.59

no.57
전 2.24 0.00 0.08 0.66 0.00 2.98

후 2.24 0.00 0.43 0.66 0.00 3.34

no.52
전 0.83 0.00 0.0 1.10 0.00 1.93

후 1.11 0.00 0.0 4.01 0.00 5.11

no.44
전 0.08 0.67 0.0 0.00 0.00 0.75

후 0.00 0.67 0.0 0.00 0.00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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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공장건축물 리모데링 사례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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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용도 공장건축물의 리모델링에서 특히 생산기능2면적의 증가가 두드

러지는 이유는 앞서 신축공장건축물의 기능분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자동

차 정비공장의 경우 대게는 단일용도로 구성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1 기업체 

소유의 공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측면에서 자율적인 변형과 조절

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정비업체의 규모가 확장함에 따라

서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작업공간증축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작업공간의 추가확보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사무실, 

기숙사, 창고 등 필요한 지원시설을 증축하기도 한다. 이것이 자생적인 환경

개선의 효과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건축행위를 통해 생산활동 공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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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리모델링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의 기능별 공장건축면적 분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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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no.170
전 0.40 0.00 0.00 0.00 0.00 0.40

후 0.37 0.00 0.00 0.00 0.00 0.37

no.165
전 0.00 0.33 0.00 0.00 0.00 0.33

후 0.00 0.50 0.00 0.00 0.00 0.50

no.124
전 0.00 0.39 0.00 0.00 0.00 0.39

후 0.00 0.48 0.00 0.00 0.00 0.48

no.107
전 0.00 0.94 0.00 0.12 0.00 1.05

후 0.00 1.52 0.00 0.18 0.00 1.70

no.99
전 0.00 8.03 0.00 2.74 0.00 10.78

후 0.00 8.03 0.00 3.51 0.00 11.56

no.98
전 0.00 0.380 0.00 0.00 0.00 0.380

후 0.00 0.377 0.00 0.00 0.00 0.377

no.94
전 0.08 0.00 0.00 0.00 0.00 0.08

후 0.16 0.00 0.00 0.00 0.00 0.16

no.91
전 0.00 0.00 0.00 0.38 0.00 0.38

후 0.00 0.00 0.00 0.39 0.00 0.39

no.90
전 0.47 0.0 0.00 0.00 0.00 0.47

후 0.11 0.48 0.00 0.00 0.00 0.59

no.89
전 0.37 0.00 0.00 0.39 0.00 0.76

후 0.37 0.00 0.00 0.71 0.00 1.07

no.77
전 0.00 0.35 0.00 0.08 0.00 0.43

후 0.00 0.35 0.00 0.23 0.00 0.58

no.62
전 2.53 0.00 0.00 0.05 0.00 2.57

후 2.97 0.00 0.00 0.73 0.00 3.70

no.55
전 0.00 0.00 0.00 0.00 0.00 0.00

후 0.00 0.00 0.00 0.00 0.00 0.00

no.47
전 0.00 0.33 0.0 0.39 0.00 0.73

후 0.00 0.67 0.0 0.05 0.00 0.72

no.35
전 2.42 0.00 0.00 0.00 0.00 2.43

후 2.97 0.00 0.00 0.00 0.00 2.52

no.9
전 0.00 0.81 0.00 0.00 0.00 0.81

후 0.00 1.63 0.00 0.00 0.00 1.64

[표 31] 리모델링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의 기능별 공장건축면적 분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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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장건축물 리모델링 사례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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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no.48
전 0.48 0.00 0.00 0.00 0.45 0.93

후 0.31 0.00 0.00 0.00 0.28 0.58

no.2
전 0.00 0.00 0.35 1.00 1.00 0.23

후 0.49 0.00 0.35 1.00 1.20 0.30

[표 33] 리모델링 근린생활시설의 기능별 공장건축면적 분포

4.2.3 용도변경을 통한 공장건축면적 변화

용도변경을 통해서 살펴본 공장건축면적 변화는 각각의 생산활동들이 기존 

공장건축물을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

가 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살펴본 공장건축면적 변화는 생산활동을 

위한 작업공간이 어떤 경로로 공급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만, 용도변경은 

각각의 생산기능 간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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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용도변경을 통한 공장건축면적의 증감이 뚜렷하게 한 가지 방

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산기능1의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고 

그 대신에 생산기능2, 생산기능3, 그리고 기타기능의 공장건축면적 증가로 이

어지고 있다. 실제 제조업 생산기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잉여공간

을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혹은 제조업 생산기능이 그 외 지역

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타 용도가 대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례대

상지 내 제조업 사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복합용도(일반) -4.7 1.2 2.9 -1.3 2.0 0.0

복합용도(집합) -3.7 0.0 0.7 0.5 2.5 0.0

단일용도(일반) -1.3 1.2 0.0 -0.2 0.3 0.0

근린생활시설 -0.1 0.0 -1.4 0.1 1.4 0.0

[표 35] 용도변경 공장건축물의 점유형태에 따른 기능별 공장건축면적 분포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능변화가 어느 점유형태의 공장건축물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살펴보면, 공장건축물 내 제조업 생산기능의 감소는 점유

형태의 구분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발생한 생산기능변화까지를 포함하면 제조

업 생산기능의 공장건축면적 감소는 더욱 많을 것 이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생산기능3의 감소와 복합용도 공장건축물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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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산기능3의 증가에 주목해 보자면, 이들 지식기반산업 업종의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물리적 환경이 복합용도 공장건축물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

다. 입주 기업들 간의 상호 연계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필요한 산업지원기

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입주선호요인으로 생각된다. 

생산기능1의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고 그 외 생산기능들이 증가하면서 관

찰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단일용도 공장건축물 또는 복합용도 공장건축물

의 용도변경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줄어든 생산기능

1의 면적에 상응하는 제조업체들이 신축 공장건축물로 이전하였다고 가정하

면, 유휴공간으로 남게 된 공장건축물이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용도변경을 통한 기능전환양상은 크게 3가지로 생산기능1이 

생산기능2, 3 그리고 기타기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례가 

점유형태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건축행위 허가 및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물

리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개별 사례분석에서는 내부인테리어 

또는 입면의 일부 수선행위를 수반한 몇 가지 사례를 기능전환양상에 따라 나

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성수2가3동에 위치한 공장으로 기존 건물을 자동차 정비

업체가 입주 후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사례에서는 건축물 

내외부의 주요 구조부의 수선이나 입면부의 눈에 띄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

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업체가 입주한 이후 기존에 물류운반을 위해 사용하던 

저층부의 대형 출입문을 그대로 활용하고, 옥상 층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

도록 추가적으로 Car-lift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게의 용도변경을 통

한 공장재활용이 이처럼 나중에 입주한 업체가 기존공간을 이용하기에 큰 제

한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산업공간의 자생적 변화양상의 한 특

징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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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공장건축물 용도변경 사례분석 (1) 제조업공장 → 자동차정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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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공장건축물에서 제조업체가 이전하고 난 뒤에 생산기능3 또는 

기타기능으로 용도변경한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

나 이는 산업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도 관계가 깊다. 대표적으로 공장일부를 

리모델링하여 휴게음식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카페 어니언’, ‘성수000’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례들은 공장건축물의 외벽을 대수선하면서 기존 공장

이 갖고 있는 붉은벽돌의 질감을 보존하고 내부에도 기업활동에 대한 궁금증

을 자아낼 수 있도록 모던한 느낌을 살려 디자인 한 것이 특징이다. 복합용도 

집합 공장건축물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무소공간의 투박함, 경직

성 등을 탈피하고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간을 꾸미고자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도 있다.

[그림 15] 용도변경사례 (생산기능1 → 생산기능3)

한편으로 복합용도 집합공장건축물 즉 지식산업센터에서 발견되는 생산기

능의 변화는 금융업, 일반음식점 등 지식산업센터 별로 정하는 관리규약의 상

이한 범위에 이내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

로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기능, 본 연구에서는 기타기능으로 선정한 업종이 전

체 연면적의 20%미만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생산기능축소

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게의 경우 전체연면적의 극히 일부, 1-2개정도

의 단위주호가 기타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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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공장건축물 용도변경 사례분석 (2) 제조업공장 →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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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no.5
전 2.51 0.00 0.00 0.00 0.00 2.51

후 2.42 0.00 0.00 0.08 0.00 2.51

no.18
전 0.78 0.00 1.60 1.50 0.00 3.88

후 0.39 0.00 1.99 1.50 0.00 3.88

no.30
전 1.63 0.00 0.00 0.13 0.00 1.76

후 0.84 0.00 0.00 0.16 0.76 1.76

no.38
전 0.06 0.00 0.00 0.05 0.13 0.24

후 0.13 0.00 0.00 0.05 0.06 0.24

no.44
전 0.44 0.31 0.00 0.00 0.00 0.75

후 0.08 0.67 0.00 0.00 0.00 0.75

no.54
전 0.00 0.00 0.33 0.30 0.94 1.56

후 0.33 0.00 0.66 0.30 0.27 1.56

no.63
전 2.85 0.00 0.00 0.00 0.00 2.85

후 2.84 0.00 0.00 0.01 0.00 2.85

no.64
전 1.81 0.00 0.00 0.65 0.28 2.74

후 1.77 0.00 0.00 0.65 0.32 2.74

no.67
전 2.88 0.00 0.00 0.50 0.00 3.38

후 2.63 0.00 0.00 0.50 0.25 3.38

no.68
전 2.60 0.00 0.34 0.00 0.17 3.11

후 2.64 0.00 0.34 0.00 0.12 3.11

no.69
전 3.45 0.00 0.53 0.14 0.05 4.17

후 3.38 0.00 0.53 0.21 0.05 4.17

no.82
전 2.87 1.06 0.00 0.56 0.00 4.50

후 1.84 0.53 0.00 1.03 1.06 4.47

no.83
전 0.30 0.09 0.00 0.13 0.16 0.68

후 0.16 0.24 0.00 0.12 0.16 0.68

no.86
전 2.20 0.00 0.00 0.44 0.34 2.98

후 1.88 0.00 0.33 0.44 0.34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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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no.126
전 0.00 1.02 1.37 1.72 0.90 5.02

후 0.10 1.02 1.37 1.63 0.90 5.02

no.127
전 3.14 0.00 0.00 1.10 0.00 4.25

후 3.11 0.00 0.00 1.13 0.00 4.25

no.128
전 0.53 0.00 0.00 0.85 0.00 1.38

후 0.76 0.00 0.00 0.62 0.00 1.38

no.130
전 1.64 0.00 0.00 0.00 0.00 1.64

후 1.25 0.00 0.39 0.00 0.00 1.64

no.146
전 1.70 0.00 0.00 0.00 0.00 1.70

후 1.38 0.00 0.31 0.00 0.00 1.70

no.209
전 1.14 0.00 0.00 0.02 0.00 1.16

후 0.87 0.00 0.00 0.29 0.27 1.42

no.215
전 0.00 0.00 0.00 0.00 0.00 0.00

후 0.00 0.00 0.00 0.00 0.00 0.00

no.217
전 0.12 0.37 0.00 0.00 0.03 0.52

후 0.07 0.37 0.00 0.00 0.08 0.52

no.234
전 0.00 0.00 1.69 0.37 0.59 2.65

후 0.04 0.00 1.10 0.41 1.11 2.65

no.246
전 1.25 0.00 1.59 1.17 0.32 4.33

후 1.14 0.00 1.59 1.17 0.43 4.33

no.250
전 0.52 0.00 0.83 0.30 1.97 3.62

후 0.46 0.00 1.16 0.66 1.34 3.62

no.66
전 4.97 0.00 5.77 22.67 0.00 33.42

후 4.97 0.00 8.01 20.45 0.00 33.43

no.110
전 0.00 4.42 3.28 3.11 0.65 11.46

후 0.00 4.30 3.28 3.23 0.65 11.46

no.111
전 2.85 9.36 0.00 4.98 0.00 17.20

후 2.11 9.95 0.00 4.92 0.22 17.20

no.115
전 0.00 6.35 5.76 8.72 2.4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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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no.14
전 1.53 0.00 4.72 2.11 0.00 8.36

후 1.53 0.00 4.72 2.11 0.00 8.36

no.17
전 8.27 0.00 2.19 7.17 0.00 17.64

후 8.27 0.00 2.19 7.17 0.00 17.64

no.40
전 2.90 0.00 1.50 1.93 0.00 6.33

후 2.78 0.00 1.50 2.05 0.00 6.33

no.87
전 2.73 0.00 11.52 9.56 1.05 24.86

후 2.46 0.00 11.64 9.56 1.32 24.98

no.93
전 7.52 0.00 0.00 2.98 0.00 10.49

후 7.52 0.00 0.00 2.98 0.00 10.49

no.106
전 3.65 0.00 3.63 1.98 0.00 9.27

후 3.32 0.00 3.78 1.98 0.33 9.42

no.108
전 3.94 0.00 12.82 8.25 0.00 25.01

후 3.32 0.00 12.82 8.25 0.62 25.01

no.120
전 1.83 0.00 12.57 15.47 0.96 30.84

후 1.56 0.00 12.70 15.47 0.96 30.70

no.134
전 3.67 0.00 9.97 2.72 2.43 18.79

후 3.22 0.00 9.97 2.72 2.88 18.79

no.136
전 5.01 0.00 1.90 1.59 0.00 8.50

후 4.82 0.00 1.90 1.63 0.15 8.50

no.142
전 4.24 0.00 2.37 4.01 0.11 10.73

후 4.05 0.00 2.37 4.01 0.30 10.73

no.143
전 1.67 0.00 34.50 2.33 0.00 38.50

후 1.67 0.00 34.50 2.33 0.00 38.50

no.169
전 0.83 0.00 6.53 3.32 0.00 10.68

후 0.45 0.00 6.53 3.32 0.38 10.68

no.173
전 4.82 0.00 20.50 6.74 0.00 32.06

후 4.82 0.00 20.50 6.74 0.00 32.06

no.210
전 0.42 0.00 14.17 4.44 0.44 19.46

후 0.27 0.00 14.17 4.50 0.5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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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no.13
전 0.22 0.00 0.00 0.05 0.00 0.26

후 0.26 0.00 0.00 0.00 0.00 0.26

no.25
전 0.35 0.73 0.00 0.00 0.00 1.08

후 0.00 1.08 0.00 0.00 0.00 1.08

no.28
전 0.47 0.00 0.00 0.00 0.00 0.47

후 0.03 0.43 0.00 0.00 0.00 0.47

no.50
전 0.00 0.28 0.00 0.00 0.00 0.28

후 0.28 0.00 0.00 0.00 0.00 0.28

no.72
전 0.00 6.98 0.00 2.93 0.00 9.91

후 0.00 6.94 0.00 2.97 0.00 9.91

no.74
전 0.00 0.99 0.00 0.00 0.00 0.99

후 0.08 0.91 0.00 0.00 0.00 0.99

no.84
전 0.25 0.00 0.00 0.00 0.00 0.25

후 0.00 0.25 0.00 0.00 0.00 0.25

no.85
전 0.13 0.00 0.00 0.00 0.00 0.13

후 0.10 0.00 0.00 0.00 0.04 0.13

no.91
전 0.38 0.00 0.00 0.00 0.00 0.38

후 0.00 0.00 0.00 0.00 0.38 0.38

no.107
전 0.00 1.52 0.00 0.18 0.00 1.70

후 0.00 1.50 0.00 0.18 0.03 1.70

no.165
전 0.33 0.00 0.00 0.00 0.00 0.33

후 0.00 0.33 0.00 0.00 0.00 0.33

no.166
전 0.25 0.00 0.00 0.02 0.00 0.28

후 0.00 0.25 0.00 0.02 0.00 0.28

no.167
전 0.49 0.00 0.00 0.34 0.00 0.83

후 0.49 0.00 0.00 0.34 0.00 0.83

no.170
전 0.21 0.00 0.00 0.19 0.00 0.40

후 0.40 0.00 0.00 0.00 0.00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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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000㎡)

생산1 생산2 생산3 지원 기타 합계

no.2
전 0.20 0.00 1.05 0.80 0.31 2.35

후 0.00 0.00 0.35 1.00 1.20 2.54

no.41
전 0.00 0.00 0.58 0.05 0.51 1.14

후 0.23 0.00 0.42 0.05 0.43 1.14

no.42
전 0.42 0.00 0.92 0.05 1.52 2.91

후 0.40 0.00 0.56 0.13 1.82 2.91

no.45
전 0.00 0.00 0.20 0.05 0.66 0.92

후 0.04 0.00 0.20 0.06 0.61 0.92

no.51
전 0.00 0.00 0.00 0.00 1.37 1.37

후 0.33 0.00 0.00 0.00 1.04 1.37

no.58
전 0.47 0.00 0.00 0.00 0.19 0.67

후 0.34 0.00 0.00 0.00 0.32 0.67

no.60
전 0.00 0.00 0.73 0.00 0.68 1.41

후 0.14 0.00 0.45 0.00 0.82 1.41

no.132
전 0.18 0.00 0.22 0.00 0.37 0.77

후 0.18 0.00 0.22 0.00 0.37 0.77

no.181
전 0.00 0.00 0.00 0.00 0.45 0.45

후 0.11 0.00 0.00 0.00 0.34 0.45

no.211
전 0.46 0.00 0.00 0.21 1.87 2.54

후 0.18 0.00 0.00 0.21 2.34 2.74

no.213
전 0.59 0.00 0.00 0.28 0.00 0.87

후 0.28 0.00 0.00 0.16 0.44 0.87

no.225
전 0.00 0.00 0.00 0.30 0.62 0.93

후 0.20 0.00 0.00 0.30 0.42 0.93

no.238
전 0.07 0.00 0.00 0.06 1.01 1.14

후 0.07 0.00 0.00 0.06 1.01 1.14

no.255
전 0.67 0.00 0.00 0.15 0.09 0.91

후 0.50 0.00 0.00 0.15 0.25 0.91

no.256
전 0.00 0.00 0.00 0.00 1.52 1.52

후 0.10 0.00 0.00 0.00 1.42 1.52

no.257
전 1.35 0.00 0.00 1.00 0.00 2.35

후 1.27 0.00 0.00 1.00 0.08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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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소 결

공장건축면적 변화를 통해 살펴본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장건축물 내부적으로 서비스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성

업종의 특성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다. 공장건축물은 그 자체만으로 더 이상 

폐쇄적인 건축물이 아닌, 저층부 입면구성을 통해 외부공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는 건축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신축된 공장건축물에서 주로 나타나

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서비스면적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복합용도 공장건축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러한 특징은 구

성업종이 쾌적한 업무환경, 여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첨단산업으로 바뀌어가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를 산업공간의 ‘오피스화’라는 우려 

섞인 표현으로 지적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산업공간의 유연적인 변화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공장건축물의 앞으로의 변화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과 생산기능변화의 특징을 전적으로 복합용도 공장건축

물의 공급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생산기능이 분포하고 있는 공

장건축물의 점유형태가 복합용도 뿐 아니라 단일용도의 공장건축물을 통해서

도 일부 나타났으며, 대게의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은 생산기능이 요구하는 설비

시설설치 조건에 맞추어 공간구성이 이뤄진다. 신축 단일용도공장건축물의 기

능분포가 자동차정비 및 수리업으로 많이 구성되어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특성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산업기능의 

규모확장에 대응하고 필요한 입면수선등의 활동까지 벌임으로써 물리적 환경

개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그 규모가 한정적이고 일부 

업종 특히, 단일용도 공장건축물의 주류를 이루는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기능

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산업공간의 자생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장건축물의 외연적 확장이 기존 기능을 추가적으로 덧대는 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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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는 점은 이들 임대용 복합용도 공장건축물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또

는 현 상황 하에서는 그런 선택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일부 업종들에게 공장

건축물의 건축설계에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식산업

센터가 산업인큐베이터로서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입지공간으로서만 기능할 것

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기업규모 확장에 대응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한구조로 

계획될 수 있다면 기업들의 입지선택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었던 공장건축물 건축행위 특성은 기능 간 전환을 통

해서 산업공간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조업

기능이 복합용도 공장건축물을 통해 흡수되고 그 이후에 남게 된 유휴공간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의해서 전유되고 재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로 이를 산업젠트리피케이션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재활용하는 현

상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분석도 있었으나 오히려 이들 유휴 공장건축물의 기

능 전환은 생산기능1이 생산기능2 또는 3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이러한 재활용 현상을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 입면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기존 공장건축물이 갖고 있는 형태적 특징이 그대로 남아 다른 산업

기능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리모델링을 통한 물리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공간을 용도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제조시

설을 덧대어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자생적 변화가 꼭 물리

적 환경개선을 수반한다고 볼 수 없는 근거를 제공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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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든 1990년대 이후부터 준공업지역 공장건축물은 산업재

구조화현상과 함께 질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건축

물의 속성이 변화한 것은 내용적 실체로서 건축물이 담고 있는 이용자들의 행

태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부의 공장건축물에 국한되

는 것인지 혹은 산업공간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인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

다. 공장건축물의 변화는 곧 산업공간 관리의 맥락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산업재구조화현상과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준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 건축행위의 지속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공장건축물의 개념이 어

떤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건축행위의 발생양상이 담고 

있는 산업공간의 변화특징에 주목하였다. 각각의 기업체가 산업입지를 선택할 

때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대지·건축물단위의 입주선택이 현 상황에 기초한 공

장건축물의 공급양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분석을 진행하

였다.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업주의 의사결정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한 부분이며, 산업공간의 기본 단위를 구성하는 공장건축

물의 건축행위, 그리고 그 집합은 준공업지역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공장건축물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형태로서 규정하

고 이를 구성하는 내용적 실체인 생산활동의 범위를 통해 도시지역 공장건축

물의 구체적 속성을 살펴보았다.  공장건축물의 새로운 속성이라고 할 수 있

는 부분은 후기산업사회로 발전을 거듭할수록 기술연구, 디자인, 제품생산, 판

매, 수리서비스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영역간의 연계가 발생하면서, 현재 

공장건축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활동을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명

확히 구분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공장건축물이 담당

하는 생산기능, 즉 입주기업체의 범위는 단순히 물품생산을 위한 제조업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지식생산이라는 무형적 활동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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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학 연구개발업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복합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확장

되고 있다.

이에 기반 하여 대상으로 선정한 각각의 공장건축물의 건축행위 분석은 생

산기능을 제조업과 제품수리 및 서비스업, 그리고 지식산업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기능변화 즉 기능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공간의 면적변화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추적함으로써 진행되었다. 

첫째로 살펴본 공장건축면적변화의 공간적 분포는 생산기능의 증가가 어디

로 집중되고 있으며 그 속성이 산업재구조화현상과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준다. 분석결과, 오히려 개발단계에 있어 완숙기에 접어 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례대상지 내부는 공장건축물의 신축이 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개별 공장건축물의 소규모 개보수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새로운 산업형태가 등장하고, 전통산업을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자 하는 정

책 하에서 기존 업체들, 그리고 각각의 공장건축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축행

위특성을 고려한 공간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공장건축면적변화의 유형별 분포는 생산공간의 공급이 지식산업

센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별기업체에 작업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공장건축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게 물리적 지원 방

안이 용적률 또는 건폐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만, 물리적 환경변화를 수반

하지 않는 용도변경을 통한 기업체의 이전은 오히려 다른 차원의 지원방안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산업재구조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공장건축물의 건

축행위 특성인 자생적 환경변화를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  

면적을 곧 규모라고 가정했을 때 성수2가3동의 약 60%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사업체수와 생산기능 공장건축면적의 분포는 어느 정도 상관성을 내포

하지만,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용도별 면적만을 가지고 산업기능의 이동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공간이용 실태와 등록공장현

황을 통해 분석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기기는 했지만 미분양으로 인한 공장건

축물 내 공실률을 반영할 수 없었던 점이 한계로 남는다. 또한 현행 제도 안

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지식산업기능이 제조업기능과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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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어려워 등록공장현황을 통해서 추정한 면적 값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복합용도 공장건축물

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능별업종의 변화를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재구조화 현상에 기초하여 도시지역 공장건축물의 개념을 

재 정립하고 각각의 생산 기능이 점유하는 공장면적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기능의 공간적 분포양상 그리고 점유형태에 따른 이동 및 변화흐름

을 추적함으로써 산업공간의 변화를 정리하는과정에서 재활용과 자생적 환경

개선이라는 이면적 현상을 읽어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

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공간의 변화양태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생산활동공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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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Factory� Architecture�

in� Semi-industrial� Area� in� Seoul

-� Based� on� Seong-su� 2(i)ga� 3(sam)� dong� -

Yousang� Yang�

� Dept.�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emi-industrial area has played a variety of roles as a driving force

for Seoul's economic growth for a long time. These areas have different

urban contexts depending on the time the industrial cluster was formed in

each region. Especially the area in Seong-su, Seongdong-gu, continued its

production activities mainly in the urban industries such as handmade

production and automobile repair & maintenance until the early 2000s.

Recently, a lot of information technology-based companies such as high-tech

manufacturing and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have been founded,

with policy efforts responding to industrial materialization, designa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in Seong-su. Therefore, the

ongoing construction activities of factory buildings, which are centering on

this site since 2010, are an important phenomenon to diagnose chang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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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sp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concept and meaning of

building activity of factories, currently underway in the semi-industrial area,

based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ost-industr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ree types of architectural activities:

the construction of factory buildings, the remodeling, and the change of

purpose.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from the point of view that decisions

about land and buildings, eventually remai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ompany, is related with the supply of the factory building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revealed through

previous studies, contains two things ; the axis of the workforce shifts from

manufacturing to the service industry and the contents constituting these

industries are also changing from the labor-intensive industry to the

technology-intensive knowledge industry. Therefore, the factory building as

a space for these industrial activities is not only simply a manufacturing

space for production, but a complex space that includes processes such as

technical research, design, sales, and repair services required. Based on this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architectural

behavior of the factory building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and behavior type.

First, through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factory building area, the

supply of the factory building area through the building act of the factory

building differ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dustrial accumulation. As the

role of new construction is important in terms of industrial location supply,

the increase of industrial space through new development has been

concentrated in weak industrial base. Areas that have been relatively well

maintai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can be said to be progressively

changing in the industrial space through remodeling and change of use



- 115 -

rather than new construction.

Secondly, the distribution of factory building area according to the

behavior type shows the flow of industrial space change step by step. In

other words, it is observed that the part of the production function is

absorbed into the new factory building supplied through the new

construction, and the waste plant facility which is left as the idle space is

occupied by other functions and recycled. In addition, the production

functions that have been newly constructed and transferred are not

stagnated in that state, but show the possibility of autogenous change

through function switching and remodeling.

Third, the pattern of change in production function reflects the way

industrial companies respond to industrial materialization and industrial

policies based on this. In explaining changes in industrial space, new

attributes of factory buildings, which were discussed in the center of

Knowledge Industry Center, also appear in other factory buildings. Each

building act is divided into the target of industrial policy, type of industry, It

is deeply rel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changes that

occur internally in the management of industrial spa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tributes to refine the concept of

factory building based on the changes of industrial policy and to analyze the

change of industrial space in individual building unit through the changing

of factory building area.

keywords� :� Industrial� re-structuring,� Semi-industrial� area,� Factory,�

Building� activities

Student� Number� :� 2016-2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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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코드

1962 ~ 1978년 

건축물용도분류 제도화이전

1978 ~ 1980년

건축물용도분류 제도화

1980 ~ 2000년 

도심산업이전정책

2000 ~ 현재 

산업재구조화시기

공장

・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상시 사용하는 원동기의 마력수의 합계가 3마력을 

초과하는 공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용량 10릿터이상 30릿터미만의 아세찌렝까스 발생기

를 사용하는 금속공장

2  마력수의 합계가 0.25마력미만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뿜질

3. 원동기를 사용하는 2대이하의 연마기에 의한 금속의 

건조연마(공구만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콜크, 에브나이트 또는 합성수지의 분쇄 또는 건조연

마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5. 제재, 재봉기, 직염사, 조유, 편물, 제대 또는 줄칼날세

우기로서 마력수의 합계가 1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

하는 것

6  인쇄, 제침 또는 석재를 쪼개는 일로서 마력수의 합계

가 2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 상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당시 사용하는 원동기의 마력수의 합계가 15마력이

상의 공장(일간신문의 인쇄소를 제외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완구용보통화공기의 제조

2. 아세찌렝까스를 사용하는 금속의 공작(아세찌렝까스의 

발생기의 용적이 30릿터이하의 것 또는 용해 아세찌렝

까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인화성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 또는 드라이다이

닝

4. 세루로이드의 가열, 가공 또는 기계톱을 사용하는 가

공

5. 인쇄용잉크 또는 그림색감의 제조

6. 마력수의 합계가 0.25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 뿜질

7. 아황산까스를 사용하는 물품의 표백

8. 골탄 기타 동물질탄의 제조

9. 우모류의 세척, 염색 또는 표백

10. 넝마, 부스럭솜, 휴지, 헌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소독, 선별, 세척또는 표백

11. 제면, 고면의 재제, 기모, 반모 또는 벨트의 제조로서 

・ 공장 (19781030)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등을 포

함한다) 및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마력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2. 상시 작업인원이 10인 이상인 것. 다만, 건설부장관이 

공해가 없는 작업장으로 주거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공업은 제외한다.

  3. 공기압축기・전기 또는 아세칠렌 용접기를 사용하는 것.

  4. 한지를 제조하는 것.

  5. 종이 또는 직물류의 세척・염색・표백 및 선별하는 것.

  6.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것.

  7. 동력퇴나 로라를 사용하여 금속을 가공하는 것.

  8.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 공해공장 (19781030)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

영하는 것.

  1. 독극물질의 제조

  2. 폭발성이 있는 물질의 제조

  3. 화학섬유의 제조

  4. 석탄가스・콕크스・활성탄의 제조(수증기를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합성염료・안료・도료의 제조

  6. 압축가스・액화가스의 제조(제빙 또는 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고무제품・방향유・인조가죽・방

수지의 제조

  8. 아스팔트의 제조나 아스팔트・콜탈・몰탈・석유증유산물 

또는 그 잔유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

  9. 비료의 제조

  10. 동력퇴를 사용하는 금속의 가공

  11. 시멘트・석고・소석회・생석회 또는 카아바이트의 제조

  12. 금속의 용융 또는 정련(용량 50리터이하인 용해용기

를 사용하는 것 또는 활자・금속공예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

는 것을 제외한다)

  13. 전기용 카아본의 제조 또는 흑연의 분쇄

・ 공장 (19901112)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

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

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공해공장: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일반공장: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 공장 (19970716)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

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

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가. 공해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

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아야 하는 공장

나. 일반공장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 공장 (20141014)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

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

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

한 것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90716)

소방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총포화약류단속법

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다만, 자

가난방을 위한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1.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2. 위험물제조소

3. 위험물저장소

4. 위험물취급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141014)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

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

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

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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