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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시 탈공업화의 공간적 특성과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유 환 종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 지난 40여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의 핵심지였으며 l 서 

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울 

의 광역화와 더불어 서울과 주변 수도권지역 간의 기능적인 공간분업현상이 더 

욱 심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서울의 서비스중심 경 

제화와 탈공업화가 선별적으로 진행되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적 

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탈공업화에 따른 공장이적지는 서울의 산업구조와 공간구 

조 재편과정에 필요한 토지자원을 확보하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 

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이적지는 서울의 구조재편에 부응하는 핵심 

적인 기능을 수용하거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l 시 

장논리에 의해 단기적인 개발이익이 창출되는 고밀도 아파트와 일부 상업기능으 

로 대체되면서 오히려 주·상·공 혼재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비효율성과 갈등l 기존 

도시기반시설과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집적기반의 잠식 등과 같은 도시관리 상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를 탈 

공업화 현상의 심화과정과 탈공업화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공간적 특성/ 

그리고 탈공업화의 미시적인 영향/ 즉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 서울의 제조업 쇠퇴와 탈공업지역의 공간 

적 분포특성 I 2) 탈공업화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특성 I 3) 탈공업화로 발생 

하는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 변화패턴과 변화용도별 토지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l 서울의 제조업 쇠퇴현상과 그에 따른 탈공업지역의 공간적 분포에 있어 

서/ 서울의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사업체와 종사자l 그리고 공장용 건물연면적 

도 절대적인 감소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약 50만명의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였고， 



약 195만 m2(약 59만평)의 공장용 건물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탈공업화는 주로 중·대규모 공장들이 주도함으로써 서울의 제조업은 점차 소규 

모·영세화되었으며 공장의 밀도도 높아지게 되었다. 공간적으로 서울의 제조업은 

도심과 주변지역에서 도시외곽지역으로 점차 분산되었으며， 1970년대를 지나면서 

영등포구와 성동구/ 그리고 도봉구 일대에 공업기능이 집적되어 현재의 도시계획 

상 준공업지역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서울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절대적인 

감소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1990년대의 탈공업화는 공업기능이 집적해있던 강서

영등포-구로·금천구로 이어지는 안양천변의 준공업지역을 비롯하여 성동구 및 도 

봉구의 준공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1960년대에 도심과 주변지역 

에서 1차적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공장이적지가 1990년대에 와서 2차적으로 준공 

업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공업 집적지역은 제도적인 규 

제 및 이전·유도정책 l 그리고 시가화지역의 확장과 주변지역의 개발로 부단히 토 

지전용의 압력을 받아오던 지역이었다. 또한 공업지역은 교통연계가 양호하고 평 

탄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서 일정한 물리적인 토지특성 요소만 갖추었다면 상 

당한 개발이익이 단기간에 유발될 수 있는 곳이었다. 1990년대 전반에는 탈공업 

지역의 공간분포가 준공업 인접지역으로 확대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서울 전 

역으로 확대되면서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응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1994~2002년 간 사례지역 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탈공업지역의 토지이 

용변화에 있어서는， 1994년 당시 공업용 부지의 30%만이 공업용으로 계속 이용 

되고 있었고I 나머지 70%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상업·업무용과 타용도로의 전 

환 가능성이 높은 공업나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토지이용 변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 

로 변경된 부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주상용y 아파트 등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전환되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하여 상업 등 복 

합용도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어서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타용도로의 전환이 상당 

히 진행되고 있다. 상업·업무 및 아파트로의 전환에 는 지가 측면의 개발수익에 

따른 비교우위와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전체 공업나지의 %가 역세권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셋째/ 각 사례지역별 토지이용변화와 토지특성에 있어서는f 전체적으로 기존 

공장부지의 면적이 크고/ 역세권 내와 중·대로변 등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일수록 

상업·업무용과 아파트로 전환되고l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거나 접근성이 떨어 

지는 부지들은 기존 공업기능을 유지하거나 단독 혹은 다세대 형태의 주거기능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 사례지역별 토지이용의 변화형태는 

사례지역의 입지적 여건과 공장이적지의 물리적인 토지특성에 따라 다소 차별적 

으로 나타난다. 영등포부심지와 근접한 문래1동은 상업기능으로의 전환이 두드러 

져 주·상·공 혼재의 형태를 보이며/ 양평동은 공업기능이 우세한 가운데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들은 공업나지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대규모 택지개발지역과 인접한 

신도림동과 창·도봉동은 아파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신도림동은 주·공 혼재의 

형태로y 그리고 공장이적지의 부지규모가 큰 창동과 도봉동은 아파트 및 주거용 

으로의 전환이 주도적 이 었다. 

결론적으로 탈공업화를 경험한 선진국에서 전개되었던 탈공업화 양상과 공장 

이적지의 변화는 우리나라l 특히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화와는 분명히 다르 

게 나타난다. 서울의 탈공업화를 주도하는 기존 공업집적지역이 공간구조에서 지 

니는 위상은 변화하였다. 초기 준공업지역 지정당시에 도시 외곽부였던 공업지역 

은 이미 시가화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개발수요는 증가하 

고 있으나 개발가능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대규모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공간정책과 병행하여 공장이적지를 발 

생시키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 형태는 공장 

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해당 부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공장이적지의 발생과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접근은 전체 공간구조의 재편 

과정과 조화를 이루며/ 탈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를 환수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공영 

개발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공원·녹지 등 친환경적 공공용지의 확보는 기존 

공업지역으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판촉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구비 

한다는 측면과 주·공 혼재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탈공업화， 산업구조재편， 공장이적지， 준공업지역， 토지이용변화， 

토지특성 

학 번 : 8720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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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 지난 40여년 간에 걸친 급속한 경제성장의 핵심 

지역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일부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었고I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는 새로운 전환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먼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간의 공 

간분업에 따른 구조재편과정이 심화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서울의 인구와 

주택y 그리고 고용기능이 주변지역으로 분산되면서l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 

권의 광역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중심도시인 서울과 주변 인천·경기지역 

간의 기능적인 공간분업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김인·권용우， 1988; 권용 

우， 2001). 특히 서울은 업무 및 고차서비스 중심지I 주변 수도권지역은 제조 

업의 분산집중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f 세계화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자본의 이동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의 탈공업화에 따른 제조업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1) , 이는 

서울에서 제조업 기능의 이탈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 

째l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를 지향하는 공간 패러다임의 등장이 

다(Hall， 1998; Pacione, 2001)2). 이는 서울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변화를 야기 

하여/ 고부가·첨단 지향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사양산업 

1) 최근 제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국가적인 탈공업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이 여러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삼성 경 제 연 구소， 2003). 
2) Pacione(2001 , 175-177)는 도시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지향해야 되며， 향후 미래도 

시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서울시의 경우도 2011 년 도시 

기본계획의 목표를 ‘인간중심의 살고싶은 도시’로 설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의 개념을 강조 

하고 있다(서울시， 199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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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쇠퇴를 더욱 촉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서울 

과 수도권에 대한 공간 및 산업정책과 상호작용하여l 서울에서는 제조업 이 

탈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동시에 서울은 고차서비스 기능과 새로운 첨단 혹은 

소규모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지적인 집중 현상이 중첩되어/ 전체적으로 탈공 

업화와 산업구조조정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공간구조의 재편과정 

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탈공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쇠 

퇴하고 있는 지역의 공간변화는 간과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기존 공업지 

역은 도시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고 이들 지역의 변화과정 및 향후 

활용방안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조업 기능의 쇠퇴로 인한 대도시 생산기반의 공동화와 이전 또는 죄퇴한 

공업기능이 입지했던 부지l 즉 공장이적지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다. 

1990년대 초에 이미 개발가능한 토지자원이 거의 고갈된 서울의 경우I 세계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거나 친환경적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토지자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3) ， 

탈공업화는 공간적으로 상당히 선별적인 특성을 지니는 과정으로 서울에 

서도 공간적 차별성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탈공업화가 

진행되며l 고차 서비스업을 비롯한 새로운 성장산업은 탈공업화가 진행된 바 

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전개됨으로써 서울 

내에서 장소간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는 공간적 결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공 

장축소·폐쇄 혹은 이전으로 남게된 부지의 활용 역시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전용되고 있다. 특히 I 탈공업화의 미시적인 영향l 즉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대한 연구에 비해 일부 실무차 

원의 연구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연구의 양이나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공장이적지는 다른 기능의 지역에 비해 거의 대부분 공적 규제 및 관리의 대 

3) 서울시에서 1991년 자치구별 기본계획을 수집·정리한 토지자원현황에 의하면， 서울시의 개 

발가능지 중 92.4%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남아있는 미개발지는 7.6%에 불과하여 일 

부 녹지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 및 활용 가능한 토지자원이 거의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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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이용의 모델을 적용하거나 일반성을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l 또한 다른 기능지역에 비해 직접적인 관련자료 역시 공공 

기관에서 주로 구축y 활용하고 있어 자료구득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 

지만 공업지역l 특히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도시관리 

정책의 기초자료와 대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서울 

의 주거 및 상업업무지역은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토지수요가 계속 증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원이 고 

갈된 상태이다. 따라서 공업지역 중에서도 공장이적지에 대한 주거 및 상업 

업무기능으로의 용도전환에 대한 수요와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고 이는 주· 

상·공 기능 혼재에 따른 토지이용의 비효율화와 갈등 등 제반 도시문제를 야 

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서울의 제조업 쇠퇴에 따 

른 탈공업화 현상과 이에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및 정책적 배경y 탈공업화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y 그리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공 

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 패턴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최근 서울은 광역화l 세계화/ 친환경적인 공간패러다임의 등장/ 수도권 및 

대도시관리 정책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역동적인 공간구조의 재편과정을 겪 

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연구가 상 

당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공간적으로 계속 확대·심화되고 

그 의미가 중요시되는 탈공업화와 그에 따른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와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서울에서 탈공업화가 어 

느 정도로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 공장이적지들은 어떠한 용 

도로 전환되고 그 특성은 어떠한지를 규명함으로써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의 

한 측면을 밝히는 동시에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관 

” J 



리 와 활용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과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논문을 진행하 

고자한다. 

첫째l 서울의 제조업 죄퇴와 이에 작용하는 배경 

1) 1980년대 이후 서울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제조업 죄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y 이를 주도하는 업종은 무엇인가 ? 

2)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적l 그리고 공간정책 및 계획적인 배경은 ? 

둘째l 탈공업화의 공간적 전개과정과 탈공업지역의 공간적 분포특성 

1) 서울의 제조업 분산과 탈공업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 

2) 탈공업화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탈공업화가 나타나는 지역들의 공간 

적 분포특성은 어떠하며I 탁월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은 어디인가 ? 

셋째/ 탈공업화 탁월지역 내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 패턴과 특성 

1)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은 어떠한 용도로 변화하였으며 y 각 지역별로 

토지이용 변화는 어떻게 차별화되어 나타나는가 ? 

2) 공장이적지의 용도변화에 작용하는 필지별 토지특성은 ? 

- 4 -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1) 서울의 제조업 쇠퇴와 이의 배경 I 2) 탈공업화의 

공간적 전개과정과 탈공업지역의 공간적 분포특성 I 3) 탈공업화 탁월지역 내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 변화패턴과 변화용도별 토지특성을 분석하고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H 장은 탈공업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부분으로서 본 연구의 출발부분이 

다. 탈공업화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개념정의와 그에 따른 탈공업화의 

배경 및 원인에 관한 논의들을 고찰하고l 국내외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공간 

적 차원에서의 탈공업화의 특성과 도시토지이용에 관련된 논의/ 그리고 서울 

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탈공업화와 공장이적지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함으 

로써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들의 의의와 한계점들을 통해 

본 연구의 범위와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m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 

고/ 서울의 제조업 쇠퇴과정과 이에 작용하고 있는 배경을 인구l 주택/ 택지 

개발 등 사회·경제적 측면과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공간정책 및 계획의 측면 

에서 살펴본다. 

N장에서는 m장의 내용에 바탕하여 공간적인 차원에서 탈공업화의 특성 

을 분석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탈공업화가 공간적으로 전개되는 

과정과 탈공업지역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입지l 인구 및 주택/ 공장·창고 혼재 

율l 그리고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또한 탈공업화가 탁월하게 나타나 

는 지역의 분포패턴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탈공업화의 미시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특성을 고찰한다. 

V 장에서는 탈공업화 탁월지역 중에서 선정된 사례지역들을 대상으로 

1994에서 2002년 기간 중 공장이적지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패턴과 변화용도 

별 토지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사례지역간에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장이 

R 

녕
 



적지 토지이용변화의 특성을 검토 확인한다. 

마지막 W장은 요약 및 결론부분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서 탈공업화의 전개과정과 탈공업지역의 공간적 분포특성 l 그리고 공장이적 

지의 토지이용변화 특성분석에 바탕하여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공장 

이적지의 토지관리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l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모색한다. 

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이론적 검토 및 연구개넘 툴 

서울과 수도권의 산업구조 재편 

E~ 그그 。4 듬L 
2. 0 t;:::j ""1 

심화/확대 

탈공업화 탁월 지역 내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 변화 

랬관꽉양수쪼린씬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도시구조 및 공장이적지 토지관리 정책) 

( 그림 1 ) 연 구 흐 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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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자료 

(1) 거시적 분석 

거시적 분석에는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산업구조 변화와 서울시의 탈공업 

화 추이 분석 y 그리고 동(洞) 단위의 공간적 특성분석이 포함된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의 산업구조변화와 서울 탈공업화 추이를 밝히기 위해 

1981-2001 기간 동안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대비 서 

울과 수도권의 제조업구성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1986-2001년 간 

광공업통계조사보고 원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관련 지표(사업체 l 종사자/ 부 

지면적/ 건물연면적/ 출하액) 및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탈공업화의 진행 

과 관련하여 공장의 규모변화와 밀집정도를 평균 공장연면적(건물연면적/사 

업체수)과 공장밀도(사업체수/부지면적 (ha))의 변화를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탈공업화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986-2001년 간 광공업통계조 

사보고 원자료를 이용하여 탈공업지역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탈공업화 탁월지 

역의 특성을 통계처리와 지도화하고/ 사회·경제적 지표분석 및 공간계획과 법 

제고찰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지 

표로/ 인구 및 주택관련 지표는 인구증감률y 주택유형별 구성비(우세 주택유 

형 및 아파트 구성비)， 주택보급률이며/ 토지이용의 혼합정도를 고려하기 위 

하여 공장·창고 혼재율(공장·창고용 건물연면적/전체 건물연면적 )4)을 사용하 

였다. 그리고 공간계획 및 법제적 고찰을 위하여 도시 및 택지개발정책 자료/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거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포함/ 이하 국토계획이용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을 참고하였다. 인구 및 주택관련 지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총조사 자료(1980-2000)를 이용하였고/ 공장·창고혼재율 분석에는 서울시 

4) 건축불재산세 과세자료에는 교육기관과 공공시설 등 재산세 비과세 건물은 제외되어， 주거 

용，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실짖적인 용도혼재 정도플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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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물재산세 과세자료(1991-1999) ， 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2002년까지)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미시적 분석 

거시적인 탈공업화 추이와 공간적 특성 분석에 이어서 미시적인 공장이적 

지의 토지이용변화패턴과 토지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l 탈공업화 탁월지역 

중 영등포구 문래1동/ 양평동I 구로구 신도림동l 도봉구 창동y 도봉동 등 5개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1994년 기준으로 공장용도로 사용했던 1,834 

개 필지 (2，122，555.8 m2)를 대상으로 2002년의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하고/ 국토 

계획이용법 상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지가 변동l 지하철 역세권(반경 500m이 

내의 1차 역세권 기준) 및 도로접근성y 그리고 부지의 불리적 규모와의 관련 

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의 세부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기 위해I 사례 

지역간 변화용도별 평균부지면적I 도로접근성l 유해시설물(철도·지상전철) 근 

접정도l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공장이적지의 토 

지이용변화 특성을 파악하였다. 

미시적으로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각 구청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구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필지별 토지특성 

조사(ALPA: 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1994년과 2002년 원자료와 

건설교통부 토지관리정보시스댐 공간DB 자료를 주 분석자료로 활용하고y 분 

석 시점의 지번도(1:5000)와 상세생활지도(1:5000)， 현지답사자료를 병행하여 

시용하였다. 일부 토지이동이 많은 지역은 해당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자료로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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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개념 

(1) 탈공업화 

일반적으로 탈공업화는 특정 지역내에서 전체 산업대비 제조업부문의 비 

중감소에 따른 제조업활동의 절대적 감소를 의미하며 측정기준으로 제조업 

체 l 고용/ 부가가치액의 감소를 사용한다(Bjelland， 2000, 141). 이러한 탈공업 

화는 @ 공장폐쇄，(2) 국내외로의 공장이전，@ 기술발달에 따른 고용대체(고 

용감소)의 3요인에 기인하며 (Hall， 1998, 32), 공장폐쇄의 경우 운영시설의 감 

축y 부분폐쇄I 완전폐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인 관점에서도 탈공업화를 

규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장폐쇄와 이전 등에 따른 기존 공장부지의 토지이용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하여y 제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공 

장부지 및 공장용 건물연면적의 감소도 탈공업화를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하 

였다5). 

(2) 탈공업지역과 탈공업화 탁월지역 

탈공업지역은 본 논문에서 규정한 탈공업화가 나타나는 지역으로서l 분석 

기간(1986-2001) 중 제조업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절대감소한 동 단위의 지역 

을 대상으로 탈공업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서울의 제조업이 절 

대감소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01년 동안 탈공업 관련지표(사업체수/ 종사 

자수/ 부지면적l 연면적 l 출하액)가 모두 절대감소한 1507ß 동 지역 중에서 상 

위 %분위 (25%)에 해당되는 37개 동들을 탈공업화 탁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5) 본 논문에서는 X(2001-1 .9.9J) = b - d + m - e < 0 ( 신규창업 + 이입 < 폐업 + 이출)의 

경우에 탈공업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Cadwallader， 1996: 161. 재구성) , 변화량의 

기준을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공장부지， 건물연면적， 출하액으로 선정하여 탈공업화 

(탁월)지역을 선정하였다. (X: 순변화량， b: 신규창업， d: 폐업， m: 이입， e: 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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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적지와 공장이적지 

이전적지(移轉폐池)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6)의 법적 용어로서 “수도권정 

비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대지(從前 

쏟빼1)"로 최초 정의되었다. 여기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동법 제2조에서 

규정된 학교l 공장l 업무용 건축물 등을 의미하며l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종전대지에 대한 조치)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이 이전된 종전(從前)의 대지(쏠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종전대지)에서 그 규모를 1만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행된 공장이나 교육 및 공공시설의 이전적지 연 

구에서 사용한 이전적지는 이러한 용어적 의미를 전제로 사용한 것이었다 

(표 1). 가장 최근에 이전적지 혹은 종전대지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국토연 

구원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서 이며l 여기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하여 1만m2 이상의 이전된 기존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3). 

이상의 연구들에서 분석한 이전적지의 규모는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10，OOOm2를 넘는 규모이며l 공통적으로 일정이상의 대 

규모의 면적과 이전적지의 토지이용변화가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규정하였다. 

1990년대 말 이후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공장이전 

적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l 이 연구들에서는 이전된 기존 공장부지의 

규모를 3,OOOm2 이상으로 조작적으로 하향 규정하여 사용하였다(임창호·장영 

일， 1998; 장영일， 1998; 이명훈·정재경， 2002). 따라서 이전적지라는 용어는 이 

미 현행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며l 보통명사로 사용하더라도 인구집 

중을 유발하거나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시설이 이전한 종전 부지 

를 의미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 31 일 제정되어 수도권에 대한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 

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1994년 1월 7일 수도권정비권역의 단순화， 규제방식의 전 

환 및 수도권공간구조의 재편 등을 중심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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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이전적지 관련 연구의 이전적지 개념 및 평균규모 

연구자 
연구지역 분석대상 이전적 x， 개념 및 성격규정 

이전적지 

(연도) 평균면적 

교육 및 
일단의 대규모 토지로， 도시공 

길연진 
서울 도심부 공공기관 

간의 거대한 구성요소의 변화 
15,500m’ 

( 1990) (휘문중고) 
에 따라 도시공간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 

도시내 입지하고 있는 일정규 

한정호.윤병구 μ ill~휴〉 口5ξ| 
모 이상의 시설이 이전하여 타 

대구시 용도로 전환. 도시공간구조의 26 ,300m’ 
(1993) 공공시설 

변화에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규모 

김흥관.허용훈 고= 자 C그 다 =i:l 
일반적 관점에서 공장이나 군 

부산 도심부 사시설 등 도심내 부적격시설 30 ,000m' 
( 1994) 군사시설 

이 이전한 부지 

이주형.문현석 
교육 및 

서울 도심부 공공시설 길연진( 1990)과 동일. 15,500 m' 
( 1995) (숙명여중고) 

최정우 08.조선맥주 
도시내 입지하고 있는 일정규 08: 57 ,000m’ 

서울 영등포 모 이상의 시설이 이전하여 타 
(1997) 공장부지 

용도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 
조선: 92 ,080m’ 

한편l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공장재개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공장이적지(工場移돼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정희 

윤， 1997). 이 보고서에서는 이전된 모든 기존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별히 일정 규모(3，OOOm2 ) 이상의 기존 공장부지는 t대규모 공장이적지I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2000년 전면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서울시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의 설정(서울특별시， 2001) 

및 “공고도면 수정보완” 보고서(서울특별시， 2002)에서도 일관되게 l공장이적 

지 I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공장이적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만을 대상으 

로 하지 않고 이전된 모든 기존의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 대상도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에 한정하지 않고I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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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간 중에 다른 용도로 전환된 모든 부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장이 

적지 l를 사용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하여 공장이적지를 탈공업지역(洞 단위)에 

서 1994년 기준으로 공장용도로 사용되었던 부지(筆池 단위)가 기존 공장의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2002년에 타 용도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가능성이 높 

은 부지(공업나지)로 규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 

탈공업(탁월)지역 
( 톨 단위 ) 

공장이적지 
( 필지 단위 ) 

( 그림 2 ) 탈공업지역과 공장이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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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탈공업화에 관환 이론적 고찰 

1. 기존 연구동향 

1) 탈공업화에 관한 관점과 정의 

(1) 탈공업화의 관점 

탈공업화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서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쇠퇴y 특히 제조업 고용감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설 

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탈공업화에 대한 관점은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탈공업화(positive deindustrialization)와 문제지향적인 

관점에서 탈공업화(negative deindustrialization)를 조명하는 두 측면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긍정적 관점에서 탈공업화는 제조업 부문의 고용비율이나 절대적인 규모 

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이와 동시에 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율이 증가하는 것 

으로 선진공업국에서 진행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비교적 낙관적인 

관점에 바탕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경제적 진화론(economic Darwinism)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기술변화 과정의 한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Clark1-} Rostow의 경제발전단계론/ 그리고 Gottmann의 

Megalopolis(1962)나 이 후에 출간된 The Coming 01 the Transactional City(1983) 

에서 제조업을 대체한 서비스경제의 계속적인 성장이 강조되었고， Daniel 

Bell의 The Coming 01 Post-Industrial Society(1974) 이 후 전 개 된 후 기 산업 사회 

론에서도 3차， 4차 활동의 성장이 중심 논점이었다(Savitch， 1988; Castells, 

1989). 이러한 관점에서 공장폐쇄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의해/ 그리고 장 

기적으로는 기술발달에 따른 제조업 생산과정의 기계화 혹은 자동화 등에 의 

한 자본·노동의 대체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된다7). 

이와는 달리 문제지향적 관점에서 탈공업화는 경제구조조정 및 합리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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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자본 이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식 

된다. 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각한 국가 및 지역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의 쇠퇴는 투자 감축이나 투자회수 

( disinvestment) 등을 통하여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나타나는 누적적인 

결과이며/ 이것을 탈공업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러한 관 

점은 한편으로는 도시쇠퇴/ 특히 도심주변 내부시가지 (inner ci ty)의 쇠퇴문제 

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고l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 제조업 입지변화에 관한 논의로 전개되면서 기존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으며y 특히 공간적 차원에서 다양한 실증적 연구로 이어지고 있 

다. 

(2) 탈공업화의 정의 

탈공업화는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대체로 제조업 생산이나 고용의 

비중감소l 제조업 생산이나 고용의 절대 감소/ 그리고 제조업 생산 및 수출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저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Dicken， 1992, 424). 

초기에는 탈공업화를 국가의 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였다. 국가의 고용과 실업이란 차원에서 탈공업화는 국가의 기본적인 

산업생산능력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투자감축(Staudohar & Brown, 

1987, 41)에 의하여 국가의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이나 수출을 달성 

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되었다(Martin & Rowthorn, 1986, 138)8). 그러나 이후 

탈공업화의 공간적인 차별성을 인식하게 되었고y 도시 및 지역적 차원에서 

탈공업화의 공간적인 패턴은 탈공업화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됨을 중시하게 되었다(Healey & Ilbery, 199이. 공간 

적 차원의 연구들은 관점에 따라 탈공업화를 다양하게 개념화하였지만， 대체 

7) 이러한 관점에서는 탈공업화에 따른 지역간 차별적인 성쇠과정을 자본주의 역동성에 본래 
부터 내재된 ‘창조적 파괴 kreative destruction)’로 언급하기도 한다(Knox ， 1994, 41 ), 

8) 이 러 한 관점 의 “deindustrialization"은 탈공업 화보다는 전 경 제부문을 포함하는 탈산업 화의 

의미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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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적인 제조업의 죄퇴라는 개념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제조업 쇠퇴의 

주요 분석지표는 제조업 고용의 상대적(전체 경제부문의 고용에 대한 제조업 

고용비중의 감소) 혹은 절대적(제조업 고용의 절대적 수준의 저하) 감소였다 

(Massey, 1988, 54). 그리고 탈공업화에 작용하는 요인은 공장폐쇄l 국내외로 

의 공장이전y 그리고 기술발달에 따른 고용감소 등이었으며 (Hall， 1998, 32), 

공장폐쇄의 경우 운영시설의 감축l 부분폐쇄l 완전폐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인 측면에서 탈공업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서구의 연구에서 정의된 탈공업화는 지역경제의 쇠퇴라는 측 

면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고용감소 혹은 실업의 관점에서 다루어졌고 

탈공업지역의 대부분 공장이적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brownfield로 불리는 황 

폐한 공지로 남게 되었으므로 공장의 부지면적이나 건물연면적의 감소는 거 

의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9). 그러나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경우는 대부 

분 기존 공장부지나 공장이적지가 고밀도 주거용을 비롯한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으며l 오히려 다른 용도로의 토지나 건물 수요가 탈공업화를 촉진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용이나 공장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전 또는 

폐쇄된 공장의 부지와 건물연면적의 감소 역시 탈공업화와 토지이용 변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0). 

9) 영국의 탈공업화블 연구한 Champion & Townsend0990, 207)는 거의 대부분 오래된 공업 

지역이 쇠퇴하여 대량의 기존 공장부지가 버려지고 고용이 극단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영국의 오래된 공업지역은 전세계에서 이미 잊혀진 곳이 되어 버렸다”고 표현하였으며， 

Kivel l< 1993, 180)은 그의 저서 결콘에 다음과 감이 묘사하였다. “지난 200년간 유지되어 

온 도시와 공업의 밀월판계는 끝났다 

10) 서울시 공장이적지의 활용현황을 보면， 1984년 이후 발생한 부지면적 3,000m' 이상의 공장 

이적지 93개 중 부지면적기준으로 62%가 주거용도로 전환되었으며(장영일， 1998), 서울시 

준공업지역내 60%7~ 다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서울산업진홍대책위원회， 1999,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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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공업화의 배경과 원언에 관한 논의 

(1) 고전적인 도시구조모탤과 탈공업화 

전통적인 도시에 대한 인식은 배후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며 I 중심지 기능수행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지였다. 이 중에서 제조 

업은 제품을 생산하여 주변 배후지로 공급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도시경 

제를 지탱하는 주요 기능이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에 따른 광역화가 진행 

되면서 공업기능은 점차 주변지역으로 이탈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심도시에 

서의 탈공업화 혹은 제조업공동화의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전통적인 논의는 먼저 도시생태학적 논의에서 신진대사과정 

(metabolism)에 따른 침입과 천이의 관점에서 점이지대를 대상으로 거시적으 

로 논의되었고(LeGates & Stout, 1996), 도시경제적 관점에서는 지대지불능력 

의 차이 혹은 지대차(rent gap)에 따른 공업기능의 외연적 이탈에 관한 논의 

가 전개되었다. 최근 후기산업사회 도시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의 중심부는 

중추·관리·통제 및 고차서비스 기능이 집중되고/ 반면 도시 부적격 공해산업 

은 원격지로 이탈되면서 대도시권 내에서 특정지점들은 첨단산업 중심의 단 

지화 되어 교외지역 등으로 재입지되고 있다(Hall， 1998). 

(2) 교외화 과정과 탈공업화 

교외화의 관점에서 탈공업화는 대도시권의 중심도시에서 제조업 기능이 

주변지역으로 분산됨에 따라 중심도시의 기존 공업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미국의 대도시 변천과정을 교통·통신기술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한 

Borchert(1991 )는 도시변천단계에 따라 선호되는 입지가 다름으로써 노후화된 

기존의 성장지역은 쇠퇴하여 버려지게 되며， 이는 대도시권내에서 중심도시 

의 쇠퇴와 주변지역의 성장으로 연결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2차대전 이후 대도시의 집적경제 이익이 와해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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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주택의 교외화에 이어 제조업 등 고용기능의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 

다. 이에 작용하는 요인은 중심도시의 압출요인과 주변 교외지역의 홉인요인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cott， 1982). 전통적으로 도시는 제조업의 활동기반 

이자 소비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중심도시 

내부의 제조업 입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즉l 도시의 제조업 시설들은 낡고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며/ 설비의 신·증설을 고려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지 

가도 비싸고 기반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진 도시의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보 

다는 지가가 저렴한 교외지역에 신규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제조업기 

능의 교외화가 진전되었던 것이다. 또한 공장의 신·증설 규제계획과 도시재개 

발 등의 도시정책으로 인해 공업용 부지가 감소하게 되고 고밀도 토지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도시의 제조업은 외곽으로 분산되고 있으며I 현대 도시의 교 

통혼잡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상승I 높은 지가와 세금 등이 제조업활동의 도 

시입지를 외면하는 추가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주교외화로 인 

한 노동력의 감소/ 임금 상승l 노조의 강성화 등도 제조업기능 교외화의 요인 

으로 분석되었다. 반면l 주변 교외지역은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고l 점차 평변 

화되고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현대적 생산시설에 적합한 저렴한 토지자원 

이 풍부하다. 또한 거주교외화에 의해 양질의 노동력이 교외지역에 있고 공 

항 등 교통결절지가 입지하고 있어서 제조업의 교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cott， 1982; Suarez-Villa, 1989; Stanback, 1991; Knox; 1994). 

이러한 요인들과 병행하여y 인큐베이터 가설과 제품주기 그리고 여과가설 

등에 바탕하여 제조기업이 성장하고 제품생산이 표준화·자동화되면서 도시계 

층을 따라 대도시 l 교외지역y 비대도시지역으로 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 

다(Cadwallader， 1996). 

(3) 대도시 산업구조재편과 탈공업화 

대도시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도시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고차 업무 

및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부문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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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근 20여년간 대부분 선진 도시경제의 변화특성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경제변화의 구조적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제조업 쇠퇴y 즉 탈공업화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Martin & 

Rowthom, 1986), 산업변화의 기저에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재편과정과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공간적 패턴으로 나타나는가에 중점을 둔 연구의 경향 

이다. 이러한 관점을 최초로 제시한 학자는 Massey(1984)인데l 기존의 입지적 

요인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생산의 공간적 구조가 산업변화의 새로운 지리적 

패턴을 창출하는 주요 추진력이며/ 기존의 공간분업 (spatial divisions of 

labour)에서 나타나는 패턴과는 상당히 다름을 지적하고 탈공업화가 도심주 

변지역에서 외부로 차별적으로 확장되는 공간패턴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Massey & Meegan, 1989). 이와 함께 기업구조적 측면에서y 제조업 생산요소 

들의 수직적 분화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탈공업화의 원인에 관한 심도있는 논 

의가 진행되었는데l 이러한 생산과정의 각 요소들은 저렴한 노동력/ 숙련 노 

동력l 저렴한 토지 등과 같은 특정 이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간 

적으로 재배열되고 있음을 밝혔다(Scott， 1982; 1988b). 이러한 논의는 다입지 

제조기업의 구조조정과 선별적인 공장폐쇄에 관한 미시적인 사례연구들로 이 

어져 대도시지역에서 거시적인 탈공업화와 미시적인 공장폐쇄 논의를 연결하 

고 있다(Kirkham & Watts, 1998). 한편 포드주의 생산방식에서 포스트포드주 

의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이란 맥락에서 제조업 입지변화를 설명하려는 연구 

(Martin, 1988; Scott, 1988a, F띠ita， 1991). 즉/ 대 량생산 및 규모의 내부경제를 

추구하는 포드주의적 제조업이 쇠퇴하고/ 소규모의 유연적 생산과 생산과정 

의 수직적·수평적 분화로 특징 지워지는 새로운 포스트포드주의적 형태가 성 

장하고 있다. 이러한 포드주의의 쇠퇴는 원칙적으로 도시적 현상인 반면/ 소 

도시와 농촌지역은 포스트포드주의의 출현으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집적경제 

가 수평적·수직적 생산연계의 결과로 생산단위들간에 출현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일한 이론적 체계 내에서 생산부문의 쇠퇴와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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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규명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들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Savitch， 1988; 

Sassen, 1991; 1994; Buck et al., 1992), 경제부문의 성장과 쇠퇴간의 상호관련 

성과 상호의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도시 경제구조 변화의 인과적 관 

점에 바탕한 연구들이다. 전체적인 구조변화에 작용하는 상호연관된 과정들y 

즉 탈공 업 화( deindustrialization), 재 산업 화(reindustrialization)， 서 비 스 경 제 화 

(tertiarializa tion)에 의해 경제구조 재편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 

한 과정들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부문들의 성장과 쇠퇴를 야기하 

는 주요 추동력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범세계적 차원에서 

구조적인 경제변화를 설명하였다. 제조업의 절대감소 뿐만 아니라 대도시 기 

능들의 역도시화(counter- urbanization), 첨단산업의 성장/ 금융 및 전문서비 

스의 성장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개별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선진공업국에 영향을 미치는 범세계적인 영향이며 (Sassen， 1991; 1994; 

Hamilton, 1991; Buck et al., 1992;), 이 는 경 제 의 세 계 화(globalization)를 통 

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느 한 도시에 대한 범세계적인 영향력은 

세계도시 (global city)를 정점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도시계층에서의 위상에 따 

라 차별화되어 나타남을 설명하였다(Smith & Timberlake, 1995). 

3) 공간적 차원에서의 탈공업화에 관한 논의 

(1) 국가차원의 탈공업화 

2차대전후 호황을 누리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를 주도하던 제조 

업이 1970년대부터 제조업 고용을 중심으로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초기의 탈공업화 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탈공업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Blustone & Harrison, 1982; 

Martin & Rowthorn, 1986). 특히， Blustone & Harrison(1982)은 미국 전체의 

탈공업화 현상을 분석하면서 탈공업화는 국가의 기본 생산능력에 대한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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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체계적인 투자회수 현상이며/ 자본은 국가의 기반산업에 대한 생산적 

인 투자에서 이탈하여 비생산적인 투기나 인수합병l 외국투자 등으로 전환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제조업 쇠퇴는 국제적 경쟁의 심화y 세계 

무역패턴의 변화l 다국적기업의 성장 등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도 

제시되었다(Smith & Feagin, 1987; Harris, 1988). 최근에는 전후 국제적 무역 

협정이나 국제경제기구의 설립 등 다자간 협정에 기반한 세계화·개방화 등이 

선진국 제조업 쇠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Dicken， 1992). 특히 

Dickin은 탈공업화를 국가 단위에서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의 국제경쟁력 약화 

로 규정하고l 이의 원인으로 국가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사회·경제적 구조 

모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의 범세계적 이전(global shift)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신국제분업의 정착 등으로 인해 선진국은 대부분의 

생산활동을 상실하게 되었는데l 이러한 논의에 바탕하여 Alderson(1999)은 국 

가 단위에서 세계화와 탈공업화의 관련성l 특히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이동 

성 증가와 해외직접투자/ 선·후진국간 교역의 증가현상이 선진국에서 나타나 

는 탈공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세계화에 따른 산업구조재편과 관련하여 탈공업화에 의한 고용감소는 

중산층의 와해와 함께 소득격차의 심화l 교육기회의 불평등l 비공식부문의 성 

장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논제를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 

되 었다(Hamnett， 1994; O'Loughlin & Friedrichs, 1996). 

(2) 도시 및 지역차원의 탈공업화 

국가적인 차원에서 탈공업화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탈공업화의 지역적 차 

별성이 확인되었고， 1980년대 중반이후 도시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탈공업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는 경제적 측면에 

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 및 지역적 차원의 연구들은 다분히 공간 

적 성격이 강하였고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중심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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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공업화에 관한 초기의 대부분 지리적 분석은 제조업 변화의 공간적 차 

별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은 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제조 

업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의 제조업 절대감소와 소도시 및 주변 

농촌지역의 성장을 주요 대상으로 그러한 현상의 공간적 패턴을 파악하고 설 

명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채택된 주요 설명요인은 토지이용의 제한l 

노동력 비용과 활용l 집적경제의 와해/ 정보통신 및 교통기술의 발달I 지역정 

책적 요인 등이었다(Graham & Spence, 1995). 또한 탈공업화에 따른 공장폐 

쇄 및 이전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어 탈공업화 현상자체l 공장폐쇄의 원인 및 

과정 l 그리고 공장폐쇄의 지역적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 

졌다(Staudohor & Brown, 198η. 특히 l 지역의 주요 경제기반이던 공장의 폐 

쇄·축소는 연관산업의 고용감소와 세금기반의 축소l 인프라와 삶의 질의 저하 

로 이어져 이는 다시 탈공업화로 연결되는 악순환과정을 반복하는 경험적 연 

구들이 미국 주요 공업도시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Knox, 1994). 이를 모 

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집적불경제 
(과밀， 교통정체， 지가상승) 

시장포화 경쟁 심화 

연관산업의 고용감소 

지역의 세금기반축소 

인프라와삶의질의 저하 

( 그림 3 ) 탈공업화와 지역경제 쇠퇴의 순환과정 

출처 Knox. P .. 1994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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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버려지고 황폐화된 기존 공장폐쇄지역l 즉 

brownfield의 문제와 이의 재개발에 대한 연구 및 프로젝트들도 사회적인 관 

심과 함께 진행되었다(Bjelland， 200이. 독일에서도 통일 후 연방수도의 베를 

린 이전과 관련되어 동베를린 지역의 도시개발과 관련된 과제들을 안게 되었 

는데/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기존 산업시설 이전부지의 활용문제였다. 

통일이후 국영기업들이 신탁청의 관리 하에 폐쇄 혹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유휴 산업시설용지가 발생하였고/ 이들 부지를 첨단산업용지나 주거용 

지 등 도시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이상준， 1998). 

한편/ 탈공업화가 상당히 선별적인 특성을 지난 과정으로 확인되면서 이 

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별 도시들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탈공업화의 집중지역을 확인하고 이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심도있게 다루었다(Norcliffe et al., 1986; Soja, 

198711)). Norcliffe 등(1986)은 대도시에 있어서 탈공업화의 선별적인 영향과 

이에 작용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l 제조업 공장의 이탈현상은 경제 

주기 요인l 기술변화 요인l 산업구조재편 요인의 3 가지 요인에 의해 진행되 

었고l 공장폐쇄의 50%는 경기침체， 15%는 기술발달/ 그리고 나머지 35%가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나타났음을 밝혔다12). 탈공업화의 지역적 선별성과 

함께y 다입지기업의 기업조직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특정 공장들이 선별적으 

로 폐쇄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Kirkham & Watts, 1998; 

Watts & Kirkham, 1999)와 이러한 선별적인 공장폐쇄가 국지적으로 지역경 

제의 성쇠 및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1) Soja는 L.A. 연구에서 탈공업화의 선별적인 특성을 도시내부의 ‘디트로이트화’라고 명명하 

면서 탈공업화의 실질적인 영향은 사회·경제적으로 고실업과 황폐화된 근린， 그리고 심각 

한 인구이출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12) Norcliff 등은 토론토대도시권을 토콘토시， 인접교외 지 역 (suburbs) ， 외곽주변지 역 (fringe)으 

로 나누어 1971-1984년간 제조업 고용의 증감패턴윤 분석한 결과， 토콘토시는 제조업 고 

용감소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인접교외지역은 절대적인 증가뜰 경험하고 있으나 증가 

율이 주변지역보다는 낮으며， 일부 오래된 교외지역은 제조업 부문의 절대감소가 나타나 

고 있어 탈공업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했다. 반면， 주변지역은 가장 급속한 증가뜰 보 

이고 있어 탈공업화 현상이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내에서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Norcliff et al. , 1986, 4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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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ney et al., 1999). 

도시 및 지역적 차원에서 분석된 탈공업화의 공간적 특성을 일반화하면/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제조업 고용감소율이 크고l 정주계층에 따라 상위계층 

일수록 고용감소/ 하위계층일수록 고용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탈공업화 

의 공간적 분포의 주요 특성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었다(Healey 

& Ilbery, 1990, 321). 첫째/ 입지요인에 의해 지역간 차별적인 특성을 강조하 

는데/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y 도시구조(도시화의 정도)， 공장규모(대규모이고 

오래된 공장일수록 급속히 쇠퇴)， 지역정책 등이 주요 입지요인으로 제시되었 

다. 둘째l 거시적인 산업구조재편의 맥락에서 입지요인들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y 경험적인 규칙성을 규명하기보다는 구조조정 y 합리화f 기술변화와 

같은 인과적인 발생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Massey， 

1988). 

4) 탈공업화와 토지이용변화에 관한 논의 

(1) 제조업 쇠퇴에 따른 도시토지이용변화 

도시토지이용은 거시적으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y 제도적인 토지이용규제/ 

자연지형 및 지세에 대한 적응l 미시적으로는 주요 기능의 입지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 주·상·공업용 토지이용의 조화와 상충과정 등 토지이용 자체의 구 

조적 변화가 도시공간상에 나타난 결과이다(강병기 외， 1987, 1). 

Bourne(1976)은 토론토대도시 연구에서 도시토지이용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네 가지 과정들을 확인하였다. 즉/ 교외화/ 도심재개발l 교통 등 도시인프라의 

확장/ 그리고 도심주변지역으로부터 공업기능의 이탈과 교외지역의 공공기관 

이나 위락중심지의 성장과 같이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핵들의 성쇠과정을 제 

시하였다. 도시토지이용과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은 초기 도시형태론적 접근 

과 도시생태학적 모델/ 그리고 신고전경제학의 지대이론을 적용한 도시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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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도시토지이용을 설명하려는 초기 이론들은 비록 현 

실에 대한 단순화 및 단핵을 전제로 하였다는 한계는 있지만 도시구조와 변 

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왔다. 특히 l 도시지대론에 

서는 도심으로의 접근성과 지대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 

라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간에 경쟁이 발생 

하며l 상대적으로 지대지불능력이 낮은 제조업이 다른 기능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내에서도 도시의 입찰지대이론과 교환모형 (trade-off model) 

을 접목시켜 이윤이 다른 제조업체의 입지에 적용시키면l 높은 이윤을 갖는 

제조업체의 지대독선 기울기는 완만한 반면/ 낮은 이윤을 갖는 제조업체의 

지대곡선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급하다. 따라서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지가는 

높지만 소규모 토지로 장소의 협소함을 감당하고 그 대신 그만큼 도심에 가 

까운 위치에 입지하여 도심에서 떨어졌을 때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줄이려 

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영세 제조업체는 먼 거리를 감수하면서 넓 

은 공간을 유지하려는 중·대규모 제조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도심에 가까운 위 

치에 분포하는 토지이용 상태를 보이게 된다(황만익， 1996, 84-86).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모텔들과 함께l 미시적인 측면에서 토지이용 

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논의는 주로 행태론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론적 차원이 아닌 필지단위의 토지이용변화를 설명하려는 논의는 주로 

각 연구사례에 따라 기술적(품述的)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공업용 토지이용 

변화를 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l 권일 (1995)은 개별 필지단위에서 토지 

이용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개념틀을 구성하고 이를 Law 등 

(1988)의 상업·업무기능의 교외화 과정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강남 신 

시가지 개발에 적용하였다 (그림 4). 필지단위 토지이용변화는 크게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잠재적 이용가치(내적 조건)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토지이용의 

성숙시기(외적 조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권일·강병기l 

1996, 52). 미시적 관점에서 토지의 잠재적 이용가치는 국지적인 접근성이 좋 

을수록/ 허용된 개발밀도가 높을수록y 접한 도로의 폭원이 넓고 위계 13)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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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그리고 부지의 면적이 클수록 토지의 잠재적 이용가치가 높으며， 상 

위 계층의 토지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토지이용의 

성숙시기는 잠재적 이용가치의 실현시기와 관련된다. 즉I 기존 도섬과의 거리 

가 가깝거나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하여 개발이 용이한 지역y 또는 정책적 

인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선행된 지역의 주변 부지는 토지이용의 

성숙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전제로 강남 신시가 

지 개발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l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상황l 접한 도 

로의 폭원과 위계l 부지의 면적y 그리고 지하철역에서의 거리 등의 요인이 지 

속적으로 부지의 용도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권일， 1995, 

138-141). 

도로접근성 ~ I I 사 H 인구，주택 특성 

필::"1으| 호| 
경 • 4 사호|적요구，유행 

리 
토지이용 저| 

도심에서 꺼리 니 X 글인4 
현황및변화 

적 H 주변 토지이용 
B. 

필지면적 ~ 。2J W 지 가 패 턴 

( 그림 4 ) 필지의 토지이용 결정요인 

출처 : 권일. 1995, 25. (일부 재구성) 

13) 도시계획 상 도로의 위계는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集敬)도로(생활권에서 발생하 

는 동행을 모아서 분산해주눈 역할)-국지도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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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지단위의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요인들을 공장이적지의 토지이 

용 변화에 적용한다면l 기존 공업지역은 시가지의 확장으로 이미 시가지와 

연접하거나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l 주변지역이 시가지 정비나 택지개 

발 등으로 개발되어 있다. 또한 공장의 입지조건 상 평탄한 지형이 대부분 

이어서 토지이용 변화의 성숙시기l 즉 외적인 조건은 충족된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업이 쇠퇴하고 공장의 이전 압력이 강하게 존재하는 서울의 

공업지역 중에서 어떤 공장부지가 먼저/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전환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은 잠재적 이용가치l 즉 내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필지 

의 불리적 토지특성과 접근성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구의 도시들에서는 탈공업화가 진행되는 구공업지역이나 도심주 

변의 기존 내부시가지에서는 공장이적지가 다른 용도로 급속히 전환되지 않 

고 일부 주거기능과 자동차정비소 등 임시적인 토지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토지의 포기현상과 공지 상태로 남아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었다 

(kivell, 1993, 31). Buck 등(1992)은 런던과 뉴욕을 대상으로 대도시 경제의 

역동성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두 도시 모두 쇠퇴한 구공업지역에서 토지의 포 

기현상과 이들 토지의 주거용도로의 전환y 그리고 도심과 교외지역에 업무용 

빌딩의 건축이 급증하고 대도시 주변지역에 신산업공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뿐만 아니라 

정부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도 밝혔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도시의 역사적 구조와 그 도시가 속한 국가의 경제적 성취도 그리고 대도 

시 경제와 관련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의 세 요인들을 중심으로 조명해야 함 

을 지적하였다(Buck， N., et al., 1992, 69-73) 또한 Fothergill 등(1983) 역시 

공장의 폐쇄 혹은 이전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국지적인 영향은 공지의 발생과 

토지의 포기현상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는 오래된 대도시에서 특히 심각 

하게 나타나며y 경제적·기술적 원인으로 공장이 도산하거나 폐쇄되는 과정과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로 조밀하고 쇠락한 도섬주변지역에서 이전하게 되는 

과정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Fothergill， 5., et al., 1983). 특히 

제조업 고용과 공장의 절대적 감소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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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동부의 공업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상세히 규명되었다(Speake， 1991). 

1966-1988년 간 제조업체수가 47% 감소했고 공장면적은 50만m2이상인 57%가 

축소되었으며y 기계공업의 경우는 1966년 공장면적의 1/5만 남았다. 이는 주 

로 대규모 공장의 폐쇄에 기인한 것이었다. 공업용 토지는 축소되면서 지역 

의 일부 구역으로 응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과거 공업을 지원하기 위 

해 구축되었던 공공 공급설비 및 교통시설/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등은 이 

미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전통적인 공업들과 일부 잠정적인 이용y 즉 의류제 

조업체l 자동차정비소l 공지들이 산재해 있다. 이처럼 도시 내 제조업체 및 

고용의 감소는 공업용지의 감소로 이어지고/ 다른 기능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쇄효과를 보였다. 공장폐쇄는 토지의 포기현상과 공지를 양산하지만 주택 

이나 공공설비 등 다른 부문의 토지이용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다. 서구도시의 일부지역에서는 적극적인 도시개발정책으로 쇠퇴하는 공업지 

역에 현대식 주택을 건축하고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전체적인 도시환경을 향 

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지만l 대부분 서구 도시의 구공업지역에서 공 

업용지가 재활용되지 못하는 비율이 그 도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초과함으로써 공지와 토지포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국가들은 이러한 기존 공업지역의 죄퇴에 대하여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정책적 관점에서는 주로 재정비 혹은 재개발(재활성화) 

의 수단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지대경쟁적 시각이 강조되었 

다. 즉y 기능간의 지대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도시 내 토지이용의 최적화를 추 

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업지역의 재정비를 강조하고 있다(박영철·오은주l 

1996). 또한 최근에는 민관합동의 방식으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장소마케 

팅의 관점에서 쇠퇴한 공업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Hall， 1998). 도시재 

정비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주로 쇠퇴하거나 황폐화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실제로 영국의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나 도시개발공사 

(UDC)의 경우l 기존 공업지역이 쇠퇴한 지역의 재활성화에 관심을 두어 공 

장 등의 이적지에 대한 재개발이나 브라운필드 재개발에 대한 접근의 성격이 

었다. 일본의 경우/ 공해공장 및 주·공혼재 지역의 재정비라는 측면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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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및 재정비정책을 사용해 왔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존 공업지역의 재정비에서 한층 더 나아가 죄퇴하는 공업지역의 재활 

성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97 

년에 제정된 “특정산업접적의 활성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추진되는 

활성화사업14)이다(김광익·류승한， 2001, 23-24). 

(2) 우리나라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 

우리나라 공장이적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대규모 이적지를 대상으로 하 

고 있어서 주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이전적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공장이적지의 분포는 도시성장에 따라 발생분포가 변화해 왔다. 서울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에는 도심의 공장들은 도심부적격시설로 당시의 사대 

문 안에서 영등포나 구로 등 외곽지역으로 이전 압력을 받아 공장이적지가 

발생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구로나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장영일， 1998, 2이. 

발생하는 공장이적지의 대부분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고 대규모 이적지는 

주택조합이나 건설업체에 판매되어 고밀도 주거기능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 

어서/ 공공기관이나 군사시설의 이전적지와는 차이가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 

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장영일， 1998; 박진 

택， 2002; 김성호， 2003)15). 실제로 1984년 이후 서울의 93개 대규모 공장이적 

지 (3，OOOm2 이상)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체 대규모 공장이적지 260만m2 

의 62%가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전환되었는데l 이러한 용도전환에는 부지면 

적과 지가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장영일， 1998). 또한 부산의 

14) 이러한 활성화사업의 도입배경과 목적은 일본 공업지역의 핵심을 이루눈 기업둡의 해외생 

산 증가 및 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연관 중소기업의 전업과 폐업， 그리고 특정산업에 의지 

하는 지역의 쇠퇴와 이로 인한 공동화의 가속화룹 방지하기 위하여 기숲의 고도화와 신분 

야 진뜰 등을 통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룹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기반을 강화하려는 것 

이다(일본 지역정비공단， 2000; 김광익·류승한， 2001 , 23 재인용) . 
15) 1995년 이후 서울지역 대규모 공장이적지에 조성된 공원으로는 영등포의 OB맥주 공장이 

적지에 조성된 영등포공원 천호동 파이롯트 공장이적지에 조성된 천호농공원， 성수동의 

삼익악기 공장이적지에 조성된 성수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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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대규모 공장이적지 527~ ， 150만m2 중 83%가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로 개발되었으며(김시만， 1995), 1999년말 기준으로 부산시의 전체 이전적지 

중 군사시설/ 학교시설l 공장시섣 등 총 79개 시설이 다른 용도로 개발되었는 

데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구성된 군사시설은 공공시설로 개발되어 활용되는 

데 반해y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던 공장은 단기간에 자금회수가 가능한 아 

파트나 상업시설 등으로 주로 개발되었다(장호진， 2000). 

이처럼 대규모 공장이 이전할 경우 해당 종사자와 함께 협력업체의 연쇄 

적인 이전과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도시공간구조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 

향이 크게 나타난다 (Knox, P. 1994, 54-55). 우리나라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는 서구의 공업도시들과는 달리 지역경제기반의 와해와 쇠퇴/ 그리고 광 

범위한 토지의 포기현상으로 이어지지 않고l 오히려 주거 및 상업용도로 단 

기간에 전환됨으로써 국지적인 지역의 구조와 성격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 

게 된다. 그러한 변화 중에서도 공장이적지가 주로 고밀도 주거기능으로 대 

체됨으로써 제조업기반의 공동화 문제와 주·공 혼재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대안은 여러 토지이용에 있어서 혼합의 개념이다. 혼재(잖在)16)의 개념은 주 

로 물적 관점으로 지역의 주요 기능과 이질적인 기능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두 기능간에 보완적이지 않고 상충되는 성향이 강하면 토 

지용도상의 갈등과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불확실성의 증가l 쾌적한 환경의 

침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표출하게 된다. 현재 서울의 준공업지역 관리와 정 

비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정희윤， 1997). 

혼합(펴今)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능들이 특정 공간상에 유기적으로 공존하 

는 상태로 물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주·공 혼합개발방식 등을 통하여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의 용도혼합의 이점을 

도모하려는 것이다(이건호， 1991; 박영철·오은주， 1996). 

16) 혼재가 볼적인 관점이 반면， 복합(댔合)의 개념은 여러 종류의 기능들이 합치되어 일체화 

된 상태뜰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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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과 수도권의 경험적 연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이었던 서울은 1980년대 이후 제조업 활동이 도 

심 및 주변에서 외곽지역으로l 이어서 주변 수도권지역으로 분산되면서 탈공 

업화과정을 겪어 왔다.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탈공업화 관련 

연구는 탈공업화 자체보다는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 

른 제조업 입지변화 혹은 수도권의 거주교외화에 뒤이은 고용교외화(광역화) 

연구의 일부로서 다루어졌다. 이와 함께l 도시내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나 공 

공시설의 외부이전 혹은 그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 

향과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l 도시계획 및 정책적 

관점에서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와 주·공 혼재에 

따른 토지관리상의 문제 및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1990년대 이후 본격적 

으로 진행되었다. 대체로 @ 교외화연구 중 고용교외화 연구，(2) 서울과 수도 

권의 산업구조 변화와 제조업의 분산과 집중에 관한 연구，(3) 도시내부 공장 

및 공공시설의 이전과 토지이용변화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공업지역의 변화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5). 

3) 공장이전/토지이용 
변화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
 휠
 

구
 활
 구
 

여
」
 

Ii{ 

여
」
 

화
 떼
 화
 

외
 용
 외
 

교
 고
 교
 

4) 공장이전에 따른 
공업지역 변화와 

관리방안 연구 

2) 서울과 수도권의 
산업구조 변화와 

제조업분산 연구 

( 그림 5 ) 서울과 수도권의 탈공업화 관련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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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탈공업화에 관한 논의는 수도권의 교외화 연구에서 고용 

기능의 교외지역 분산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교외화에 관한 연구는 서울로 

부터 인구와 주택기능이 서울 주변지역으로 분산되는 패턴과 그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출발하여l 제조업을 비롯한 고용기능의 분산과 

정과 패턴을 분석하고 주변지역의 변화하는 특성을 규명하였다.(권용우， 1986, 

2001; 김인·권용우， 1988) 한영주·윤인숙(1998)은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제 

조업 분산은 서울의 집적불경제와 주변지역의 저렴한 지가와 편리한 교통 등 

의 장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으며/ 특히 제조업 분산이 서울의 

산업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 중심성의 약화/ 전통적인 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l 직업구성의 변화 및 세수기반의 약화 등으로 파악하였다. 

경제지리적 관점에서 초기의 서울과 수또권의 산업구조 변화패턴을 거시 

적으로 기술한 연구를 이론적으로 보완하여/ 기업조직의 변화l 신공간분업/ 

그리고 산업구조재편에 관한 연구 패러다임을 수도권에 접목하여 서울과 수 

도권에서 제조업 분산과정의 원인에 관한 판의를 심도있게 고찰하였으며/ 최 

근 세계화과정에서 수도권의 산업구조조정과 제조업 입지변화에 관한 연구도 

수행 되 었다(박삼옥， 1990; 1993; 1998a; Park, 1993). 

도시 내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적지의 토지이용변화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 연구들에서는 주로 도심내 주요 교육 

기관 및 공공시설의 이전적지를 연구하였으나(표 1. 참조)， 탈공업화에 따른 

공장이적지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서울 공업지역의 주·공(住·二디 혼재 및 

제조업 공동화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대규모17) 공장이적지가 다시 공업 

기능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고밀도 주거지 등 타 용도로 개발됨으로 

써 서울은 제조업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동시에 주·공 혼재에 따라 주거환경 

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적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 

였다(최정우， 1997; 장영일， 1998; 임창호·장영일， 1998). 따라서 서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정비방안(신창호 외， 1996),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 

획(정희윤 외， 200이 및 공장재개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정희윤 외， 1997) 

17) 부지면적 3,OOOm! 이상의 공장이전적지쓸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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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실무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다18). 또한 탈공업화의 공간적 선별성은 우선 

적으로 도심주변의 기존 내부시가지에서 비롯됨으로써 도심 주변부와 구공업 

지구의 쇠퇴를 수반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탈공업화에 따른 도심주변 내부시 

가지의 죄퇴현상을 서구 대도시의 양상과 비교하여 진단하고 이의 재생대책 

을 모색한 연구(이상대 I 1996) 등에서 서울의 탈공업화에 따른 공간적 특성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 및 억제정책의 결과로 무등록공장이 발생하 

게 된 원인과 입지적 특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I 수도권 공 

업배치정책이 영세소규모 제조업체의 입지적 특성(구인난y 생산 및 판매연계) 

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어 온 결과 서울과 수도권 인접지역에 무등록공장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y 무둥록공장의 입지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들을 지 

적하였다(황만익 I 1995; 1996). 특히y 환경적 측면에서 공장이적지의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도시에서도 brownfield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의 개선 

및 재개발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y 이명훈·정재경 

(2002)은 미국의 Super Fund(CERCLA: 종합환경대응 및 보상책임법)에 따른 

brownfield 개념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영등포구 공 

장이적지의 오염문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18) 1995년 정부는 도시재개발볍윤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후·불량한 공업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룹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제도는 기존의 도심 

재개발， 주택재개발 그리고 공장재개발로 구성된다(도시재개발법 제2조 2항). 2003년 7월 

1 일부로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대체되었다. 

- 32 -



2. 이론적 연구의 틀 

1) 기존 연구의 의의와 한계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제침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선진국의 주요 공업 

도시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산업구조의 변화가 과연 탈공업화 현상인지f 그리 

고 탈공업화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신고전경제학적 해석에서부터 출 

발하여 정치경제학적 설명 l 재구조화와 포디즘과 포스트포디즘， 세계화논의로 

이어지면서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였음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탈공업화가 공간적 선별성을 지니고 있고 지역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쇠퇴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재활성화에 대 

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탈공업화 관련 연구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본격 

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l 탈공업화된 지역의 폐쇄된 공장부지를 포함한 공장 

이적지들은 일부 성공적으로 재개발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브라운펼드 

라 불리는 황폐화된 장소로 전락하고 이는 지역경제의 죄퇴와 환경적 문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토지이용의 차원에서 공장이적지는 황폐화된 장소 

로 변하지 않고 도시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l 오히 

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다른 용도의 압력에 의해 일부 잠 

재적인 공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공업기능이 집중해 있던 준공업지역에서는 대규모 공장 중심의 이전에 

따른 공장의 소규모 영세화 경향과 주·상·공 혼재현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공간변화는 산업구조변화와 그에 따른 제 

조업 입지변동에 관한 연구와 교외화 연구에서 심도있게 연구되었다. 교외화 

연구에서는 인구와 주택의 교외화에 이어 점차 고용기능의 중심이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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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하여 서울 주변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정교하게 분석하였으나/ 주거 

와 고용기능의 외연적 분산과정과 서울 주변지역의 공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서울(대도시권의 중심도시)의 탈공업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제조업 기능 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 그리고 서울과 주 

변지역의 공간변화를 연계한 분석이 병행되지 못하였다. 

도시경제지리 연구들은 고차 서비스 중심의 대도시 경제구조의 전환과 도 

시내 산업구조조정l 첨단산업의 입지 등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서울과 

수도권 경제공간 변동과정의 원인에서부터 변화과정과 공간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 풍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에 

서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쇠퇴와 탈공업화는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에y 기존 공업지역의 변화와 활용의 측면보다는 새 

로이 성장하는 산업의 입지와 공간적 특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최근의 구조재편에 관한 도시연구들 역시 이미 탈공업화된 이후의 

도시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I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공간 

변화와 토지이용변화는 제한적으로만 다루었다. 그 결과 대도시 연구의 주류 

는 도시공간변화를 주도하는 기능y 즉 고차서비스와 새로이 성장하는 첨단산 

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는 이변에는 공업기능의 쇠퇴가 수반되지만y 

탈공업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서구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탈공업지 

역은 버려지는 문제지역이 아니며 오히려 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새로이 전환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자 토지자원인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에 

서 탈공업화의 차별적인 공간적 특성과 미시적인 차원에서 탈공업지역 공장 

이적지의 토지이용 변화패턴과 특성을 실증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도시 

공간구조 재편과정에 연결시키는 이론적인 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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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산업구조 변화와 

제조업분산 연구 

교외화연구 중 

고용(제조활동) 
교외화연구 

공장이전에 따른 

공업지역 변화와 

관리방안 연구 

(흘 높불월구) 

(미시쩍 분석) 
탈공업지역 공장이 

적지 토지이용변화 

(거시쩍 분석) 
탈공업화와 지역의 

공간적 분포특성 

:[t 

언구범위 연구주제와 본 논문의 ( 그림 6 ) 기존 

2) 연구의 

공간 계층적인 이르는 공장부지차원에 국가차원에서 개별 논문에서는 효￡ 
'L-

공간단위에서 작용하는 탈공업화의 메커니즘과 사회·경 

물리적 특성 등의 배경을 연결하는 개념적 

각 기준으로 단위를 

주
 

u 제·정책적 l 그리고 토지의 

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림 7). 

즉y 국가와 대도시권 차원에서 세계경제의 재편과 국토정책 

산업구조변화와 서비스경제화에 따른 

도시 및 공간계획l 도시개발과 그에 

탈공업화의 특성과 탈공업지역의 공간적인 

이를 미시적인 공장부지 차원으로 연계하여 

공장이적지의 발생과 토지이용 변화를 개별 

토지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거시적인 

토지이용변화 특성을 연계·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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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대도시권 
차원 

세계화/경제구조재편 

(globalization) 

(economic 
restructuring) 

탈공업화 

(deindustrialization) 

공장폐쇄 / 이전 
(plant closure / relocation) 

공장이적지 토지이용변화 

(Iand-use change) 

( 그림 7 ) 연구의 개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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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서울의 제조업 죄퇴와 배경 

1. 산업구조 변화와 제조업 쇠퇴 

1) 서울과 수도권의 산업구조 변화 

서울은 1960년대 이후 집적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중 

추였다. 그 결과 서울로의 집중은 가속화되어， 2001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전 

국의 24% 인 72만개 I 사업체종사자는 전국의 27%가 집중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서울의 산업구조는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l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급속히 성장함으로써l 탈공업화와 

서비스경제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1981년에 

30.5%에 달했던 서울의 2차 산업 비중은 199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에는 거의 절반수준인 16.3%로 낮아진 반면， 3차 산업 비중은 급증하 

여 83.6% 에 이르고 있다 (표 2). 

( 표 2 ) 전국과 수도권의 2 ， 3차산업 종사자수 및 구성비 변화 추이， 1981 ~ 2001 

(단우I : 천명， %) 

1981 1986 1991 1996 2001 
구분 

종사자 i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종사자 i 구성비 

2차 2.643.1 1 40.0 3,382.8 1 38.2 4.294.0 137.8 3 ,784.31 27.0 3.515.01 24.5 
전국 

3차 3,946.7 159.8 5,454.1 61.6 7,036.2 162.0 10.161.01 72.5 10,783.1 1 75.2 

2차 725.1 130.5 884.1 i 30.8 1 , 1 36.9 1 31. 3 
. 

81 1.3 1 20.1 632.8 1 16.3 
서울 

3차 1.651.2 1 69 .4 1.982.6 1 69.1 2,486.5 1 68.5 3,229.51 79.8 3,242.71 83.6 

인천 2차 538.4 i 57.8 799.5153.1 1,133.3 1 52.9 1,139.9139.1 1,149.1i34.9 

경기 
3차 392.2 1 42.1 703 .4 i 46.7 1,007.5 147.0 1,773.81 60.8 2,144.01 65.0 

주 : 2차 산업에는 광업과 제조업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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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진행되고 있다. 1990년 이후 2차 산 

업 종사자수가 감소하면서 그 비중도 감소하여 국가적인 탈공업화 경향이 보 

이는 반면， 3차 산업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01년 75.2% 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주변 인천·경기지역에서도 나타나 2차 산업 구성비가 저하되고 

있지만I 오히려 절대 종사자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산업별로 전국대비 서울과 주변 인천·경기지역의 구성비 

추이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림 8, 그림 9). 

전국적인 고용규모의 성장으로 전국대비 서울의 고용규모는 1980년대 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 

다. 반면y 주변 인천·경기지역은 전국대비 전산업의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으 

며/ 특히 제조업은 1981년 20.4%에서 2001년 32.7%로 급증하여 우리나라 제 

조업의 핵심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다. 즉/ 수도권내에서 서울의 제조업 고용 

이 점차 주변 인천·경기지역을 분산되면서 하나의 일체화된 기능지역을 구성 

하여l 중심도시인 서울은 탈공업화와 함께 업무와 서비스 중심지로 주변지역 

은 제조업기능으로 공간분업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1년 서울의 산업별 종사자구성비를 전국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서 

울의 서비스 비중은 83.6%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서비스 종사자의 30%가 서 

울에 집중해 있다. 서비스의 각 업종별로 전국대비 비중을 보면l 서울 전체 

비중인 30% 이상을 상회하는 업종은 전체의 53%가 집중해 있는 사업서비스 

를 비롯하여 금융보험l 부동산임대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로 분 

류될 수 있는 업종이며y 그밖에 도소매l 건설업 등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산업구조가 이미 중추업무 및 서비스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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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전국대비 서울시 산업별 종사자수 및 구성비， 2001 

(단우I : 명， %) 

싫따호 
저L.: 二-，그 서 듣 c:g> 서울/전국 

종사자수(A) 구성비 종사자수(B) 구성비 구성 비 (B/A) 

1 차산업 38 ,441 0.27 1,296 0.03 3.37 

2 차산업 3 ,515 ,036 24.52 632 ,795 16.32 18.00 

3 차산업 10 ,783 ,127 75.21 3,242 ,742 83.64 30.07 

전기가λ듬 65 ,619 0 .46 11 ,408 0.29 17.39 

건 설 업 647 ,095 4.51 208 ,616 5.38 32.24 

도소매 2 ,524 ,690 17.61 825 ,979 21.31 32.72 

i--1: 님 --1 } 드 c프〕 人--1 | 1,657 , 158 11.56 395 ,122 10.19 23.84 

-C」「-그 -ι「ι 848 ,243 5.92 268 ,291 6.92 31.63 

료C그든 신 157 ,331 1. 10 54 ,155 1.40 34 .42 

금융보험 648 ,169 ! 4.52 241 ,352 6.23 37.24 

닙동산임대 354 ,716 2.47 127 ,071 3.28 35.82 

사업서비 λ 724 ,460 i 5.05 382 ,332 9.86 52 .77 

해= 저 = 구 -, 바 〈그드 〈그 570 ,041 3.98 116 ,144 3.00 20.37 

교육서비人 1,012 ,357 7.06 215 ,005 5.55 21.24 

보건복지 495 ,745 ; 3 .46 127 ,574 3.29 25 .73 

오락문화 318 ,515 2.22 91,221 2.35 28.64 

기타서비 λ 758 ,988 5.29 178 ,472 4.60 23.51 

저L.: 처| 14 ,336 ,604 i 100.00 3 ,876 ,833 100.00 27.0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2. 

2) 서울의 제조업 감소 추이 

서울의 제조업은 1980년대까지 계속 성장하여 1991년에는 제조업 종사자 

수가 113만명으로 서울 전체산업 고용의 31.3%를 차지한 이후 급속히 감소되 

어 왔다. 2001년에는 제조업 고용이 63만명으로 서울 전체산업의 16.3%로 급 

감하였으며y 전국 제조업 고용에 대한 비중도 1981년 27.4%에서 2001년 18% 

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서울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쇠퇴에 따른 탈공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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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비스경제화로 진행되고/ 동시에 서울의 제조업이 주변 경기지역과 비수 

도권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야기된 결과이다. 

(표 4)에서는 1981-2001년 간 전국과 수도권의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 

자수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국적으로 제조업 사업체수는 계속 증가 

해 왔지만 1991년 이후 제조업고용 감소현상이 나타나， 1991-2001년 동안에 

약 74만명의 고용감소가 있었다. 서울도 1991년까지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증가하였으나y 그 이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절대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1년 이후 제조업고용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2001년까지 50만 

명이 줄어들어 전국 제조업고용 감소의 68%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중 인 

천도 전국의 변화추이와 비슷하여 사업체수는 계속 증가한 반면 약 5만명에 

달하는 제조업고용 감소가 있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감소의 

폭이 커지고 있어 제조업 쇠퇴에 따른 탈공업화 현상이 점차 본격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서울 주변 경기지역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이탈된 공 

업기능을 수용하고 첨단산업의 유치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 ) 전국과 수도권의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1981 ~2001 

(단우I : 천개， 천명) 

Q;<: 전 국 서 울 인천.경기 
인천 경기 

사업체 종사자 사업처I i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종사자 

1981 189.0 2.559.3 53.4 722.1 23 .7 533.8 5.6 161.5 18.0 j 372.3 

1986 219.0 3.290.0 67.9 880.2 33.9 793.1 7.4 j 204.6 26.5 j 588.5 

’’ 

1991 298.5 4.23 1. 1 90.3 1. 133.3 59.9 1.128.1 14.1 j 287.6 45.8 j 840 .4 

1996 313.7 i 3.753.9 79 .4 808.5 76.3 1.137.9 17.2 j 270.8 59.2 867.1 

2001 33 1.8 13.493.5 76.0 631.7 94.1 1.146.8 20.5 ! 239.3 73.6 907.5 

자료 : 통계정，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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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국과 수도권의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를 각 시기별 

증감율로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제조업 사업체수의 각 시기별 

증감율을 보면l 전국과 인천·경기지역은 1980년대에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특히 인천·경기지역은 증가율이 둔화되 

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20~30%에 달하는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l 서 

울은 1980년대까지 사업체수가 증가해왔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절 

대적인 감소를 나타낸다 (그림 1이.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1980년대와 1990년 

대가 완연히 대비되는 보다 심각한 제조업 쇠퇴와 탈공업화의 진행을 보여준 

다. 1990년대 이후 서울은 제조업의 절대적인 고용감소 20~30%에 이르고 있 

고l 주변 인천·경기지역도 전국 제조업 고용의 30%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인천의 고용감소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1%미만의 증가율을 유지하여 증가 

율이 현격히 둔화되고 있다 (그림 11). 이는 제조업 고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적으로 비수도권지역으로의 제조업 이탈에 의 

한 제조업의 쇠퇴 현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인천 및 주변 경기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과 주변 수도권지역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1960년대부터 서울의 중심 

부에서 이탈되던 제조업은 1970년을 전후하여 주변 수도권지역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유지하였으나 서울 전체적으로는 1980년대까지 사업체수와 고용에 있 

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절대적인 감소현상을 

겪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부문에 있어서 20~30%에 달하는 감소율을 보이면 

서 전국 제조업고용 감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은 산업 

구조적으로 고차 업무 및 서비스중심으로 변모하면서 제조업 쇠퇴에 따른 탈 

공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주변 인천·경기지역도 전국 

제조업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l 제조업 성 

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지역과 최근에는 국외로의 제조업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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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전국과 수도권의 제조업사업체 증감 추이. 1981-200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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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전국과 수도권의 제조업종사자 증감 추이. 1981-200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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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0년대 이후 전국의 제조업부문 고용감소는 서울과 일부 대도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제조업쇠퇴에 따른 탈공업화와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국가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0년대 말 임금 

상승l 기업환경 악화 동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약간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해외투자 건 

수는 1994년 1，000건을 넘어섰고 2002년에는 1，800건에 달했다. 또한 국내설 

비투자에 대한 해외투자의 비율이 최근 10%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림 12). 

12 '7" 

10 '7" 

8었 

6% 

4'7" 

2'7" 

0% 
1981 1984 

해외투 

를 

J ‘; 깐!.. J 

F 파j떤홉획H오|투Xν설비투자 
198'7 1990 1993 1996 

( 그림 12 ) 제조업 해외투자 현황 

1999 

600 

400 

200 

0 
2002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제조업공동화 가속과 대응방안， 2003 , p.1. 

더 나아가 이처럼 국가차원의 탈공업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업종별로 효!. 
E크 

경쟁력이 약한 섬유y 신발산업을 시작으 

공동화가 확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 

때 현재 노동집약적이며 국내기업의 

로 점차 자본 및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2207R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 

업체가 응답업체의 44.1% 이고/ 이전 

있다 (그림 13). 실제로 최근 서울지역 

사에서 이미 해외에 생산시설을 이전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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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수립된 업체로 33.8%로 나타나I 이처럼 제조업 이탈현상이 진행된다 

면 향후 4-5년 내에 국가적인 제조업공동화 현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국내기업의 

역량 

노도집야처 
0 1=l ïï 

-10年後 뿔뼈化 

자본/지식집약적 

( 그림 13 ) 산업별 공동화 진행 전망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제조업 공동화 가속과 대응방안， 2003 , p.26. 

( 표 5 ) 해외 생산시설 보유 및 계획 현황 

(단우1: %, 개) 

구 분 전 체 
규모뿔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생산시설 기보유 44.1 ( 94) 68.1 ( 32) 37.3 ( 62) 

해외생산시설 계획 33.8 ( 72) 14.9 ( 7) 39.2 ( 65) 

1 년내 추진 1.9 ( 4) 2.1 ( 1) 1.8 ( 3) 

2-3년내 추진 6.1 ( 13) 0.0 ( 0) 7.8 ( 13) 

3년 이후 추진 25.8 ( 55) 12.8 ( 6) 29.5 ( 49) 

계획없음 22.1 (47) 17.0 ( 8) 23.5 ( 39) 

합계 100.0 (213) 100.0 ( 47) 100.0 (166) 

주 : ( )안은 응답업체 수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2002 ,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실태 및 계획조사， p.2(재구성) 

- 45 -



이러한 추이는 일본 도쿄시의 경우에도 이미 전개되어y 세계도시로서 국 

제적 금융 및 생산자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하였 

다. 제조업 고용의 경우 1970~2000 기간 중 30.3%에서 15.2%로 절반이나 줄 

었고r 일본 전체적으로도 26.2%에서 19.6%로 감소하였다 (표 6). 

( 표 6 ) 일본전체와 도쿄의 제조업인구구성비 추이. 1970~2000 

(단우I : %) 

구분 1970 1980 1990 2000 

일본 전체 26.2 23.8 23.5 19.6 

도쿄 30.3 23 .4 19.9 15.2 

출처 : Fujita. K .. 2003. p. 257. 

서울의 제조업 쇠퇴에 따른 탈공업화 경향은 공장용 건물연면적의 증감 

추이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제조업의 죄퇴는 궁극적으로 공장의 

축소와 이전， 폐업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건물과 토 

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국과 인천·경기지역은 

1990년대 전반에 증가율이 약간 둔화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연면적이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인천·경기지역은 외환위기를 지난 이후 제조업이 급격히 

성장하여 1996~2001년 동안 거의 200% 가까운 연면적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연면적이 절대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1996~2001년 동안에 감소율이 -17.1 %로 더욱 낮아져서 

1990년대 이후 공장용 건물이 계속 없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실제로 1991 ~2001년 간 총 195만m2(약 59만평)의 공장용 건물연면적이 감소 

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기간 동안 서울의 탈공업화 진행에 따른 공장의 규모변화 

와 밀집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면적과 공장밀도 변화를 보면/ 서울시 

공장용 건물의 평균연면적은 1986년 525.8 m2 이었으나 1996년에 428.3 m2, 그리 

고 2001년에는 358.8바로I 평균 공장부지면적은 1986년 922.2m2 에서 2001년 

268.7m2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서울시 제조업체의 규모가 계속 소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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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고 있으며/ 탈공업화를 주도한 공장이 주로 중·대규모였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또한 공장밀도를 비교하면 1986년 1ha(10,000 m2)당 10.8개에서 2001년 

37.27ß로 증가하여 공장들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l 분 

석기간 동안 서울시의 탈공업화는 주로 중·대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 

으며 그 결과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증감율(o/~ 

( 그림 14 ) 제조업 건물연면적 증감율 추이， 1986~2001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각년도. 

( 표 7 ) 제조업 관련 평균지표 및 공장밀도 변화， 1986~ 2001 

Q늪진ξ 평균연연적 

1986 525.8 

1991 51 1.3 

1996 428.3 

2001 358.8 

주 . 평균연면적 = 연면적 / 사업체수 

평균공장부지 = 공장부지 / 사업체수 

공장밀도 = 사업체수 / 공장부지 (ha)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 각년도 

평균부자면적 

922.2 

627.5 

437.2 

26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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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밀도 

10.8 

15.9 

22.9 

37.2 



제조업 관련 지표변화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이후 서울의 제조업 쇠퇴 

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며y 이러한 쇠퇴를 주도한 업종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업종별 증감현황을 보면 (표 8)과 같다. 1991-1996년 간은 제조업 사업 

체수가 2,2207R 증가하였지만， 종사자수는 75，168명이 감소하였고 건물연면적 

은 약 49만m2가 줄어들었다. 

이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보면l 제조업 쇠퇴를 주도한 업종은 16，000여명이 

감소한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하여l 섬유/ 가구및기타제조업l 기타기 

계장비제조업/ 그리고 음식료 부문이다. 이들 부문에서 전체 감소량의 70%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중l 공장용 건물연면적의 감소는 65만m2가 감소한 섬 

유제조업을 비롯하여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l 가구및기타제조업l 그리고 화 

합물및화학제조업 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 쇠퇴 

의 추세 속에서도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l 건물연면적 

모두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으며l 의복모피업은 종사자수는 일부 감소하였지 

만l 사업체수와 건물연면적이 증가하여 소규모 영세화가 심하게 진행되는 업 

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 

는 영상음향통신장비 l 기타기계장비l 가구및기타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 

인 제조업이 감소하는 가운데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의류와 출판인쇄 관련 업 

종의 비중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1996-2001년 동안에는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을 제외한 거의 전 업종 

에 걸쳐 제조업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y 전체적으로 2427R 의 사업 

체가 감소하고， 64，813명의 종사자가 감소하였으며， 145만m2 에 달하는 건물연 

면적이 감소하여 이전 5년 간의 감소를 훨씬 초과하였다. 이 시기에 감소를 

주도한 업종은 1990년대 전반에 이어 계속 제조업 감소를 주도했던 음식료와 

섬유/ 기타기계장비제조업이었다. 한편 이전 5년 간 증가했던 의류와 출판·인 

쇄관련 업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사업체수는 증가하였지만y 종사자수와 건 

물연면적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조업 쇠퇴를 주도하여y 의복모피업의 경우l 약 

20，000명의 종사자 감소와 115，000여 m2의 연면적 감소를 나타내었고l 출판·인 

쇄관련 업에서도 거의 200,OOOm2 가까운 연면적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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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서울시 주요업종별 제조업 증감 현황， 1991 - 2001 

(단우1: 개， 명 m’) 

뚫:: 
사업체 종사자 연면적 

1991-199611996-2001 1991-1996 1996-2001 1991-1996 1996-2001 

음식료 -3 12 -8 ,236 -3 ,293 -93 ,900 -214 ,895 

kI그{ T c:T> 224 -61 -9 ,846 -6 ,962 -657 ,161 -210 ,689 

의복모피 1,297 429 -5 ,291 -20 ,412 236 ,867 -115.531 

출판인쇄 1,052 106 11 ,991 -3.960 709 ,104 -192 ,329 

-πι:- a tj| = C그그 i --=1 97 -189 -3 .498 -3.791 -158 ,060 -64.814 

기타기계장비 -156 -256 -9.362 -4 ,653 195 ,802 -263 ,573 

영상음항통신장비 -58 56 -16 .422 -6 ,342 -188 ,985 -43 ,333 

가구및기타제조업 -100 -24 -9.584 -2.142 -168 .7 19 -50 .424 

제조업 전체 2.220 -242 -75.168 -64 ,813 -495 ,058 -1 .450 ,016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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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쇠퇴의 배경 

1) 사회경제적 배경 

고전적인 생태학적 도시공간구조 모델과 지대이론l 그리고 공업입지 및 

변동이론에 바탕하여 y 도시의 집적 불경제로 인하여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하위계층으로 분산되어 나가는 설명은 서울의 탈공업화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수도권에서 서울의 제조업분산 및 주변지 

역 재집중을 설명하는데도 적용되고 있다. 제조업의 교외화 연구에서도 서울 

의 도시기반시설 낙후l 교통혼잡I 높은 지가l 그리고 물류비용 상승 등 집적 

불경제의 발생으로 제조업이 분산되고 그에 따른 제조업 쇠퇴와 탈공업화를 

야기하는 배경이 됨을 설명하였다 (한영주 외， 1998, 81). 

이와 함께 서울의 탈공업화 배경에는 다른 측면의 거시적/ 미시적 측면들 

을 중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재편과정과 산업구조 변화의 차원 

에서 서울은 세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차서비스경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및 상업기능이 입지할 시 

설과 토지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I 이는 1990년대 초에 이미 개 

발가능한 토지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개발지의 재개발·재건축 및 탈공 

업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표 9). 

( 표 9 ) 서울시의 토지자원 현황， 1991 

(단위 k마， %) 

않fL 개발가능지 
총 겨| 개발불능지 

-λ↓- 겨| 기개발지 미개발지 

’ 

서울시 605.33 355.19 328.31 26.88 250.14 

겨| 100.0 58 .7 (100.0) 54.2(92.4) 4.5(7.6) 41.3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검토와 보완과제，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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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991 ~2001년 간 전국적으로 90만개의 서비스 사업체가 증가하였는 

데 l 그 중 18%인 16만개의 사업체가 서울에서 증가하였다. 특히l 서울의 부동 

산·임대·사업서비스용 건물연면적은 2，000만m1나 증가하였으며l 도소매 및 음 

식숙박용 건물연면적도 1，850만m1 증가하였다. 

한편l 서울의 인구 및 가구수의 증가로 인한 주택재고의 감소와 주택보급 

율의 저하는 새로운 주택지 개발 및 그에 수반된 상업기능 입지수요를 증가 

하게 되었으며/ 이 역시 제조업의 이탈을 야기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수는 1980년에 800만명/ 이후 1990년에 1000만명을 넘어섰 

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수는 계속 증가 

하여 30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는 실질적인 주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 

다. 그러나 개발가능한 토지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의 공급은 제한적이 

었고/ 그 결과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전국에 비해 여전 

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 1이. 

( 표 10 ) 연도별 주택보급율 

(단우I : 호， 가구. %) 

원: 
서울시 전국 

주택수 일반가구수 -;T:- E -H「 누 는I!.~닐그 흐 ξ를긍 주택보급율 

1980 968133 1836903 52.7 66 .7 

1985 1176162 2324219 50.6 63.8 

1990 1430981 2814845 50.8 63.1 

1995 1688111 2965794 56.9 71.0 

2000 1916537 3085936 62.1 76.6 

자료 : 인구및주택총조사， 각년도. 

이와 함께 고밀도 개발을 병행하여 주택점유형태 변화추이를 보면， 1990 

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구성비가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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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서울시 연도별 주택점유형태 구성비 

(단위 : %) 

않5펀 단독 아파트 다세때연립 기타 겨| 

1980 70 .7 19.0 7.1 3.2 100.0 

1985 58.6 26.1 11.6 3.7 100.0 

1990 46.1 35.1 16.1 2.7 100.0 

1995 33.3 42 .4 20.9 3.4 100.0 

2000 25.5 50.9 20.5 3.1 100.0 

자료 : 인구및주택총조사， 각년도. 

절대적인 주거공간의 부족과 고밀도 개발의 수요는 기존 주택지의 재개발 

과 재건축이 시간적， 행정적 그리고 개발과정 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교 

적 넓고 소유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공장이적지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 

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기존 공업지역의 공장이전을 야기하는 배경 

이 되는 동시에 공장이적지의 고밀도 공동주택 개발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개발압력은 한편으론 중-대규모 

택지개발로 이어졌다. 1980년대 이후 서울시에서는 주로 시 외곽지역에 총 

40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여 3，300만m2의 택지를 공급하고 31만호의 주택 

을 공급하였다 (표 12). 이와 같은 아파트 중심의 택지개발은 주택수요를 충 

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l 다른 한편으론 택지개발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어서 택지개발 주변지역에 민간개발에 의한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건립이 

활발했으며l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있는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는 가장 선 

호되는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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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서울시 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 2001 현재 

구분 지구명 
면 적 건립호수 수용인구 

지구지정일 개발기간 
.(천 m’) (호) (인) 

월겨11 지구 75 800 3,500 82. 2.25 82. 8 - 83.12 
월겨12 지구 246 4 ,840 23.000 84. 4.11 85. 1 - 86. 6 
성 산 지구 189 3.710 18.500 84. 4.11 85. 1 - 86.12 
개포3 지구 6.494 22.376 97.800 8 1. 4.11 82. 2 - 88.12 
목 동 지구 4.375 26 ,640 119.950 83. 6.28 83.11 - 95. 3 
대 치 지구 240 4.198 15.758 89. 3.21 89.10 - 96. 6 
가 앙 지구 977 16.462 61.900 89. 5. 4 90. 5 - 96. 6 
방화2 지구 89 1.995 7,500 90. 9.29 91. 1 - 96. 6 
수 서 지구 1.335 16.353 61 .488 89. 3.21 90. 1 - 96. 7 
월겨13 지구 203 3,744 14.077 90. 9.29 91. 3 - 97. 7 
방 화 지구 640 8, 101 30 .460 90. 3.21 90.12 - 97. 8 
거 여 지구 184 4.008 12.064 91. 12.10 92.12 - 97.12 
월계5 지구 136 2.495 7.510 91. 12.10 92.12 - 99.12 

서 울 화 곡 지구 29 625 2.350 92.12.23 92.12 - 99.12 

특별시 신투리지구 180 3.503 10.544 92.12.23 92.12 - 00. 6 
월겨16 지구 36 981 3.689 91. 12.10 92.12 - 00. 6 
창동2 지구 22 609 2.290 91. 12.10 92.12 - 00.9 
공릉 1 지구 175 3 .420 12.860 90. 9.29 9 1. 3 - 01. 6 
신 내 지구 1.032 12.047 36.141 90. 3.21 91. 9 - 01. 6 
상겨12 지구 283 4.607 17.322 91. 12.10 92.12 - 01. 6 
봉 천 지구 25 564 1.658 91. 12.10 92.12 - 01. 9 
공릉2 지구 386 5.458 16.428 91. 12.10 92.12 - 01. 9 
상겨13 지구 54 1.053 3 , 159 91. 12.10 92.12 - 01. 9 
신 정 지구 122 1.274 3,657 96. 4.24 97. 3 - 01. 9 
신정 2 지구 140 1,835 5.267 96. 4.24 97. 3 - 01. 9 
도 봉 지구 70 603 1.729 97. 3. 6 98. 8 - 02.12 
상 암 지구 1,629 6.251 17.503 97. 3. 6 98. 6 - 06.12 

27개 지구 19.366 158.552 608 , 104 

개포2 지구 350 4 ,980 20.000 8 1. 4.11 81.12 - 83.12 
문 정 지구 423 4.494 17.976 85.10. 9 86. 9 - 88.11 
상 계 지구 3.308 39.862 159.450 85. 4.10 86. 3 - 91. 12 
창 동 지구 497 6.500 26 ,000 86. 7.29 88. 8 - 92.11 
번 동 지구 360 6.511 26.044 86. 7.29 88.12 - 92.12 

-;「r E-「니 월겨14 지구 150 4,300 17 ,200 89.12.29 90. 5 - 94. 6 
그c그〉 사 등 촌 지구 762 12,309 45 ,544 90. 7.26 91. 12 - 95.12 

우 먼 지구 157 2.397 9.588 89. 3.21 91. 8 - 96.12 
신 림 지구 27 960 3.840 89. 3.21 91. 10 - 96.12 
중겨12 지구 1,344 16.860 66 ,260 86.12.31 89.9 - 97.12 

10개 지구 7.378 99 , 173 391 ,902 

개포 1 지구 1.694 12.000 53.000 81. 4.11 81. 1 2 - 84. 1 2 

토 ;::1 고 덕 지구 3.148 19,200 76.770 8 1. 4.11 82. 4 - 88.12 
그〈그그 사 중 계 지구 1.596 23.930 95 .700 85. 4.10 86. 8 - 92. 6 

3개 지구 6.438 55.130 225.470 

총계 40개 지구 33.182 312.855 1.225.476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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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l 서울시에서 공업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준공업지역(국토계획이용법 

상 용도지역)은 주거 및 상업·업무기능을 보완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l 개발 

가능한 최대 허용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개발 

이 가능한 지역이다 (표 13). 이는 이미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어서 개발이익 

이 나지 않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용적률이다. 

또한 대규모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는 준공업지역은 이미 시가화된 지역과 특 

히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등으로 주거지로 개발된 지역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개발압력에 우선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 표 13 ) 국토계획이용법상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죠드 E므 (21 
=TT ::5i<: 허용한도 

용도지역 지역의 세분 지 저〈그 드-금1 저-.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앙호한 주거환경 보호 
1 종 단독주택 중심 50-100 

50 
2종 그〈그그 E f5E-;「c E -H1 E ζ5λ C그| 100-150 
1 종 저층주택 중심 100-200 

주거지역 
60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종 E 그5 등a르.2ξ「 E-H1 E 1E;/Ck그| 150-250 

3종 중고층주택 중심 50 200-300 

준 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 일부 상업업무기능 보완 70 200-700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 확충 90 400-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80 300-1300 
사ζ그어 gjA、 1 Q1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70 200- 900 

g7τ토 =사 o 어 gjX、 I 여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 80 200-1100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수용 150-3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배치 70 200-350 

준 공업지역 경공업 수용， 주거 상업.업무기능 보완 200-400 

보전복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 산림.복지공간 보전 50- 80 

복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샘산을 위한 개발의 유보 20 
50-100 

자연복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 범위에서 제한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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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책 및 계획적 배경 

서울의 제조업 죄퇴와 탈공업화 현상이 심화되는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 

권의 집중억제 및 산업입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공간계획법들 또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 1960년대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가 

의 경제재건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l 대체로 1970년대 

이후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공간정책은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의 산 

업입지와 관련된 공간정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 14) 이다. 1970년대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공장입지를 규제하는 제도와 관련법을 도입하는 시기였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직접규제와 간접규제의 방향으로 공간정책을 추진해 왔 

다(박헌주·김광익， 1997). 

( 표 14 ) 수도권 산업입지 관련 공간정책의 변화 

구분 = 톨~ è! 주 요 젊 ￡-「니 

• 경인특정구역 지정 (1965) 

산업기반 • 수출산업공단개발조성법 제정( 1964) 
1960년대 

-τ4-: k c={> • 수출산업 공단 개 발(1963-1974) 

• 공업지역 지정 : 서울， 인천， 안앙， 부천 

• 서울 및 수도권 공업집중 억제에 관한 제도 정비 
공장입지 

• 공업배치법 제정 (1977) 
1970년대 규제제도 

도입 
- 공장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제도 도입 

• 도시지역 부적격공장 이전추진 (반월공단 개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82) 

1980년대 
•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1984) 

직접규제 
- 공장 신.증설 규제 

• 부적격 공장의 이전추진 (남동， 시화공단 개발)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 시행령 개정( 1994) 

1990년대 간접규제 
- 총량규제 도입( 1994) 

- 대기업공장의 신설규제 지속 

• 아산국가공단(평택.포승지구)에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1995) 

출처 : 박헌주 김광익. 1997. p.73. (일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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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면서 국토계획이용 

법 상 도시지역인 곳에서/ 공장의 입지 및 신증설l 이전 등과 관련된 규제법 

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l 국토계획이용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l 그리고 건축법과 환경관련법률 등이다. 

상위 계획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서울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에 대 

하여 공장용지의 총량규제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공 

장의 경우는 건물연면적 200m2 이상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여 대규모 

가 아니더라도 입지가 억제되어 있다 (표 15). 

( 표 15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의 총량 및 일지규제 범위 

근거법령 규제내용 

수도권정 

비계획법 

(과밀억제 

권역) 

• 수도권의 연간 허용총량을 설정하여 권역별로 배분하고 시장， 도지 
총량규제| 

사 등이 지역여건에 따라 허용(저122조) 

입지규제 

•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건축물연면적 3.000m' 이상의 공공청사 및 연 

수시설， 기타 인구짙중유발시설(건축물연면적 200m’이상 공장， 건축 

물연면적 25.000 m' 이상 업무용건축물， 건축울연면적 15.000 m‘이상 

판매용건축물， 건축물연면적 25.000m' 이상 복합용 건축물의 신설과 

증설(용도변경 포함)) 금지(제7조) 

· 공업지역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긍지(단，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 범 

위 안에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제 7조)) 

또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도 과밀억제지역의 공업 및 

산업단지가 아닌 기타지역의 경우 허용되는 공장의 입지규모와 범위를 규제 

하고 있으며I 국토계획이용법에서도 도시지역 내(과거 도시계획법 적용) 용도 

지역을 세분하여 각 용도지역별로 허용 혹은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범 

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도시형 공장의 경우는 신·증설에 대한 입지 

및 규모제한이 엄격하며l 서울의 경우는 도시계획법 상 준공업지역에서만 규 

모제한 하에 가능하며y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공장의 규제와 함께 대규모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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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전에 따른 준공업지역의 주·공 혼재의 문제에 대비하여 공장이전적지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표 16). 지방세법에서도 과밀 

억제권역 내 비도시형 공장(500m2 이상) 신 · 증설시 취득세 · 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 5년간 5배 중과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도권y 특히 서울의 공장/ 그 

리고 비도시형 공업으로 분류된 공장의 신·증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처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공장입지에 대한 억제정책이 지속됨으로써 서울의 

공장 신·증설은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고/ 특히 기존 공장의 증설을 원하는 

공업기능이 이탈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준공 

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준공업지역 내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대 

규모 공장에 대한 이전사유 설문에서 전체의 40%가 공장의 증설을 위해서라 

고 응답하였다 (서울시， 2000, 63). 

( 표 16 ) 도시계획 관련규정상 준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공장(바닥면적 합계 5 ,OOOnf 이하)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제외) 
.근린공공시설 

· 창고， 우|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 시설 

•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발전소 

· 으|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단독주택 

· 공동주택(공장이전적지에는 기숙사를 제외 
한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하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영업시설(도매시장제오1) 
.운동시설 

·업무시설 

• 그:lAl-

• 동물， 식물관련 시설 

·공공시설 

출처 : 서울시， 2000.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p .48. 

이처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입지를 규제하는 정책 

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 

여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대기업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 

는 유도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0년 1월부터 수도권의 과밀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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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공장이나 본사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y 종전대지 매입 등 보다 적극적인 이전촉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계획이용법에서는 대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종전대지(공장이적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표 1끼. 

( 표 17 ) 공장이전 종전대지 용도변경에 관련된 법제도 

법적근거 LH 용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전된 종전의 대지를 인구짙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 

(제 11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토계획이용법 
수도권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 

|전의 대지에 대하여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 

(시행령 제 19조) I획을 수립할 것. 

수도권 만의 인구짙중유발시설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 

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도시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종전대지의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가 

수립지침 l상승이 발샘하거나 발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장， 군수는 당해 

대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도로，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체 

납하도록 할 수 있다. 

출처 : 민범식 오1. 수도권 대기업 공장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이전적지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이러한 결과로 서울에서는 주요 공업핵심지인 준공업지역에서의 공업기능 

의 이탈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는 주로 

대단위 공동주택이나 상업·업무기능으로 전환됨으로써 산업기반의 잠식이 가 

속화되고 주·공혼재의 문제도 나타나게 되었다. 서울시는 1996년 t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나 이 역시 공동주택 건 

축허용을 전제로 한 심의기준이며， 일정비율의 공원과 공장부지만 확보하면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준공업지역의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했었다 

(표 18). 오히려 심의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공장의 이전이 집중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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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 표 18 ) 서울시 공동주택입지 심의기준(종전) 

T C >T 흔〈그혀 저ζ〉 님| 방 향 

• 공장외 타용도 개발을 가급적 억제하여 도시형 제조업의 집단화， 첨 
공업기능 특화지구 단산업단지 조성유도 

• 장래 공장입지 환경의 조성을 위해 준공업지역 재개발 추진 

• 비도시형 공장의 이전과 도시형 공장의 유치 
주공상 혼재지구 • 지구전체를 대상。로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 

적 환경 정비 

주거기능 특화지구 
• 기존 토지이용을 수용 점진적 주거지역화 유도 및 공공시설의 정비 
• 공장이전적지는 공원，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출처 :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p .49. 

그리하여 서울시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서울시 도 

시계획조례 (2000.7.15)를 제정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장이적지에는 기숙 

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신축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주 

택 입지규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서도 공업기능이 미미한 지역(공장용도 혼재율 30% 미만)이나 이미 주거지화 

된 지역 등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 

용하는 유연성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적용하는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이 마련되었으며 19)， 이 기준에는 준 

공업지역을 “공업기능우세지구 “주·공·상혼재지구" “비공업기능우세지구”로 

분류하고 차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표 19). 

19) 지구단위계획(제 1종)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국토계획이용볍 제49조)으로， 지정대상지 

역 중에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 

지와 그 주변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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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 ) 서울시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 

꾸 .!:‘*-i--

공장용도 
관 리 닙C〉} 향 

혼자{닙|옳 

공업기능 
30%01 상 지구단위계획 수릴 불허 (공동주택 건축 불허) 

우세지구 

사업부지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불허 

공장부지 50% 이상 (공동주택 건축 불허) 
~.고 0. 사 c> 30%01 만~ 

혼재지구 10%01 상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20%01 상 기준。 

공장부지 50% 미만 
로 지구단위계획 적정여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비공업기능 20% 기준 기부채납을 조건。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우세지구 
10%01 만 

공동주택 건축허용 

출처 : 서울시. 2001.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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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탈공업화의 공간적 특성 

1. 서울 제조업의 성장과 분산과정 (1980년 이전) 

서울의 제조업은 근대화 초기인 일제전기까지는 발달이 미약했고/ 도시의 

용도지역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뚜렷한 공업지구는 형성되지 않았다. 1936년 

서울의 시역 확장과 함께 실시한 도시계획으로 지역분화가 다소 분명해졌으 

나/ 공업지역은 공장들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산재하여 특정지역을 형 

성하지 못하였다. 주로 중구·종로구 등 도심지역2이과 일부는 교통l 용수y 지 

가/ 지형 등과 관련하여 용산의 한강연안과 청계천 하류 부근의 답십리 일대 

와 북동부 신설동·휘경동 일대y 그리고 영등포지역에 공장이 설립되기 시작하 

였다(건설부·국립지리원， 1984; 강대현， 1980). 

해방이후 6.25를 겪으면서 서울의 공업은 거의 파괴되었으나 1950년대 중 

반을 지나면서 섬유와 식품공업 등 소비재 공업을 중심으로y 그리고 1950년 

대 후반에는 점차 기계 및 화학공업이 서울 제조업성장의 중심을 이루었다. 

1955년에 44，300명이었던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1950년대 말에 86，000여 

명， 1960년대 말에는 약 26만명에 달했고， 1978년에는 54만명으로 꾸준히 증 

가해 왔다(건설부·국립지리원， 1984, 221-222). 그러나 서울내부에서는 제조업 

분포에 있어서 분산과 집중과정이 진행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집중과 분산과정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제조업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 

엔트로피 분석에서 살펴 볼 수 있다21). 이 연구 결과에서 1970년대 초까지는 

총엔트로피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960년대까지 

서울로의 제조업 집중이 강조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 서울 내 외 

20) 서울의 시역 확장에 앞서 1932년말 기준으로 당시 경성부와 시역확장 예정지역의 제조업 

체뜰 조사하였는데， 총 7087H 의 제조업 체 중 중구(현재)에 324개의 공장， 즉 전체의 46% 
가 집중해 있었다(서울시 중구， 1994, l중구지 J ， 344-345). 

21)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불확실성 혹은 무절서의 정도에 대한 척도로， 제조업의 집중과 분산 

과정을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엔트로피 값이 0이면 완전한 확실성(한 지역으 

로 완전한 집중)을 나타내며， 완전한 균뜸분포(각 단위지역의 제조업 비중이 완전하게 균 

등한 분포)이면 엔트로피 값이 최대화된 cl-( Park ， 1981 , 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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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역과 서울주변지역으로의 제조업의 분산이 진행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 

다 (표 20). 특히 지역내 변화에 있어서는 1970년 이후부터 각 지역 내에서도 

특정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울의 경우 구로·영등포 등 서울 남부의 특정 외곽지역으로 집중이 현저하 

여 오히 려 공업 의 불균등한 분포가 강조되 었음을 의 미 한다(Park， 1981, 

138-142). 

( 표 20 ) 수도권지역의 제조업 집중/분산에 대한 엔트로피 분석결과. 1958-1977 

연도 총 맨드로피* 지역간 엔 E로피** 

1958 3.743 1.778 

1963 3.736 1.627 

1968 3.569 1.421 

1973 3.536 1.434 

1977 3.590 1.484 

주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으I 30개 단위지역 대상 

** 4개 지역(도심， 도심주변， 내측교외. 오|측교외) 대상 

출처 : Park. 1981. 147 

지역내 엔트로피 

1.965 

2.109 

2.149 

2.102 

2.106 

이와 유사하게 제조업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195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까지 서울시 제조업 분포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서울의 제조업 분포가 

1950년대말 도심과 영등포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을 밝혔다(신동호， 1983). 전체적으로 서울의 제조업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y 

서울 내에서는 1950년대말 이후 1960년대 동안 도심과 영등포를 잇는 철도 

주변지역에 주로 분포하던 공장들이 점차 주변지역으로 분산되었다. 이 시기 

에 영등포에서 한강로I 종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상대적인 감소지역 

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서울의 중추기능 성장과 함께 주요 대로변을 따라 

상업·업무 등 다른 기능으로 대체되어 제조업 입지유인력이 약화되는 지역이 

었다. 1969년에는 영등포지역의 점유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중구를 중심으 

로 한 도심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대신 성동구지역의 공업 비중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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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분포가 도심에서 5-10km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1981년에는 가리봉동 

을 중심으로 한 구로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영등포지역과 함께 전 

체의 40% 이상을 점유하였으며/ 성동구지역과 현재의 중랑구지역에도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제조업 분포가 점차 도심반경 10km 이상 외 

곽지역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1970년대 이후에는 도심 및 주 

변지역의 제조업 쇠퇴가 섬화되어 절대적인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l 도심 반 

경 10km 외곽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공간분포적으로는 구로·영등 

포지역과 성동구 및 일부지역으로 응집·축소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표 21). 

( 표 21 ) 거리에 따른 서울시 제조업종사자의 분포비율 변화， 1957 ~ 1981 

(단우I : %) 

김「며ξ~ 1957년 1969년 1981 년 

도심부 (종로.중구) 30.6 16.7 6.7 

0-5 km (도심부포함) 52.1 31.5 12.7 

5-10 km 43.5 47.9 40.5 

10 km 이상 4.4 20.6 46.8 

저L...: 처| 100.0 100.0 100.0 

출처 : 신동호， 1983, p. 73. 

서울의 제조업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서울 내 

제조업 분포와 분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I 1960년대에는 1950년대에 

이어 섬유y 의류/ 가죽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서울의 공업집중은 가속화되었 

다. 그러나 도심지역은 절대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인 감소를 경험하 

고 있었다. 이는 도심으로부터의 공업분산과 영등포와 성동구 등 도심주변과 

일부 외곽지역에 공업집중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1970년대에는 도심지역의 

제조업은 절대감소를 경험하면서l 도시형 업종인 인쇄·출판을 제외한 음·식료/ 

섬유·의류 등의 공장들이 분산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영등포와 성동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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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도심주변과 일부 외곽지역의 제조업 성장은 중화학공업 부문이 주 

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는 도심주변지역도 상대적 감소를 겪게 되 

었고l 이후 도심주변지역으로부터도 공업의 분산이 시작되어 동대문구l 도봉 

구l 관악구 등 도시외곽지역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지역 

의 공업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 서울의 공업분포는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외곽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이 형성되었으 

며 y 도심지역에는 주로 인쇄·출판업 중심의 영세한 소규모 공장들이 입지해 

있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구로공단을 포함하는 영등포구와 성 

수동에서 광장동일대를 포함하는 성동구지역l 그리고 중랑천 연변의 창동 등 

도봉구로의 집중이 두드러져 오늘날 서울의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과 서울 

공업의 핵심지역의 기본적인 골격이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이후 

서울의 경계를 넘어서 거주교외화에 이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기능 교외화가 

가시화되었다. 서울 도심과 주변지역의 고용이 줄어든 반면 서울 외곽지역과 

서울에 인접한 내측교외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부 

천I 성남 등 주변 위성도시들과 시홍(군포)-화성(반월)-용인지역과 일부 광주 

군 등에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권용우， 1986, 134-139; 형기주， 198κ 6-7). 

이처럼 서울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제조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도심에서 도심주변 및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압력을 부단히 받았다. 도심에는 

중추기능의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높은 지가에 의한 이전압력 뿐만 아니라 시 

가화지역의 확대에 따른 도시전반의 주거 및 상업기능의 수요급증으로l 제조 

업은 점차 외연적으로 분산되었다. 또한 기업 내 생산기능을 외부로 이전하 

는 공간분업의 시작으로 제조업의 분산은 서울을 벗어나 경기지역으로 광역 

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의 공업단지 조성 및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공간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1967년 구로지역에 한 

국수출 제1공단이 조성되었고/ 이후 제2，3 공단으로 확장되면서 이 지역이 서 

울 공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공업단지로서 1969년에 당 

시 강서구 목동(현 양천구)에 한국플라스틱 공업단지를 조성하였고， 197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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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심부에 산재해 었던 기계공장들을 단지화하여 도심부의 환경악화를 완 

화할 목적으로 구로구 온수동에 영등포기계공단을 조성하였다. 한편/ 공간계 

획 및 정책적 측면에서는 1970년대 이후 국가적인 산업입지정책과 더불어 서 

울의 공업에 대한 제도적인 입지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들어 

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축소조정하고 공업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반월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1977년 공업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서는 공 

장의 신설을 일체 금지하고 공장의 증설도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한하 

여 허용하였으며l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 외부로의 이전을 유도하였다. 또한 

환경보전법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 대해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 

의 개선·대체명령을 발할 수 있었으며y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전명령 및 

허가취소 등을 취할 수 있었다. 특히 y 도심지 및 주거·상업지역의 경우는 규 

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서l 도심을 비롯한 비공업지역의 제조업 감소를 초래 

한 중요한 정책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22). 

22) 1976~82년 동안 이전명령 대상 제조업체 4，864 개 중 63%인 3，0787~ 업체가 이전·재입지 

하거나 폐쇄되었다(신동호， 198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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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공업화의 공간적 전개과정과 분포특성 

1) 탈공업화의 공칸적 전개과정 

서울의 제조업 분산은 1960년 이후 도심에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에는 서울의 주요 공업지역으로 응집되면서 일부는 서울에 인접한 주변 경기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1990년대 이후 서울의 제조업은 절대적인 감소를 경험 

하며， 서비스경제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하고 제조업 쇠퇴에 따라 탈공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반적인 탈공업화의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 중 

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되는 것을 분석하고 설명하였으며 y 본 장에서도 

제조업 고용 감소를 중심으로 탈공업화의 공간적 분포와 1980년대 중반 이후 

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서울시의 제조업 종사자수 감소를 기준으로 198 

6~1991년 (440개 동)， 1991 ~ 1996년 (4767R 동)과 1996~2001년(5187R 동) 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그림 15)에서 (그림 1η이다 (부록 1. 참조). 

1986~1991년 동안 서울의 탈공업화를 주도한 지 역은 전통적으로 공업 기 

능이 집적되어 있던 준공업지역이다. 강서(가양y 등촌I 염창) - 영등포(양평/ 

문래) - 구로(신도림 l 구로/ 가리봉) - 금천(독산동)으로 이어지는 안양천변의 

준공업지역을 비롯하여 성수동/ 광장동/ 도봉구(창/ 방학/ 도봉동) 일대의 준 

공업지역과 일부 준공업주변지역에서 제조업 고용감소의 핵을 이루었다 (그 

림 15). 특히 이 시기는 서울시가 택지공급을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 

에서 전환하여 공영개발방식인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 

던 시기였는데， 1980년대 중·후반과 1990년대 초에 진행되던 택지개발사업지 

구 중 강서구의 가양·등촌지구와 도봉구의 창동지구는 제조업 고용감소가 심 

하게 나타났던 준공업지역 및 인접지역이다. 또한 강북지역에서 제조업 고용 

감소가 많이 나타났던 상겨L 중계/ 월계동 일대도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공급·조성되었던 곳이다 (표 12. 참조). 

1991 ~1996년 간 탈공업지역의 분포는 1980년대 후반에 탈공업화를 주도 

하던 준공업지역과 그 주변에 집중해 있다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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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 탈공업지역 분포， 1986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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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 탈공업지억 문포 ， 199 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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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체적으로 탈공업지역의 수가 감소하면서 준공업지역보다는 준공 

업 인접지역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강서(공항l 등촌동)

영등포(양평y 문래동)-구로(신도림동)-금천구(독산l 시흥동)로 이어지는 안양천 

주변의 준공업지역 및 인접지역 일대와 도봉구(도봉/ 창동) 및 성동구 일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공업지역이 1990년대 전반 제조업 고용감소의 핵을 이 

루고 있다. 이 시기에 탈공업화를 주도했던 영상음향통신장비 y 기타기계장비/ 

섬유제조업 등이 바로 이틀 전통적인 공업지역에 집중해 있던 업체들이었다 

(표 8. 참조). 반면l 종로 및 중구 일부지 역을 중심으로 한 도섬부와 강남일대 

에서는 오히려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는 의류y 출판인쇄 

등과 관련된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가 도심 일부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전반 서울 

의 탈공업화는 1980년대 후반에 이어서 전통적인 준공업지역과 인접한 주변 

지역 일대에 입지해 있던 중·대규모 공장들이 이전 혹은 고용감소를 주도함 

으로써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1996~2001년 간 탈공업지역의 분포는 이전 분석기간과는 다른 양 

상을 보인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탈공업지역이 전체 지역의 60.1%에서 

67.4%로 상당히 확대되었다. 기존 준공업지역에서의 감소가 더욱 심화되면서y 

이전 5년 간 제조업의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도심지역(을지로3457}동y 회현동y 

명동 등)과 강남 일부지역(논현2동y 대치 1동 등)에서의 감소도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그림 17). 이 기간 중에 도섬지역에서 탈공업화를 주도한 업종은 출 

판인쇄업과 의복모피업이었으며l 논현2동과 대치1동 등 강남 일부지역에서 

탈공업화를 주도한 업종은 의복모피업과 사무용기기제조업이었다. 외환위기 

시기를 포함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1년까지 서울의 탈공업화는 1990년대 

초에 제조업 성장을 주도했던 도심 및 도섬주변 그리고 강남 일부지역들에서 

소규모·영세기업들의 도산 및 고용감소 등으로 인한 탈공업화가 진행되어 전 

체적으로 탈공업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전반에 기존 준공업지역에서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던 탈공업화가 준공 

업지역 내로 다시 응집되는 경향을 보이고l 특히 도봉구와 광진구에 국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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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포하던 준공업지역 내에 남아있던 중·대규모 공장의 거의 대부분이 

이전하연서 준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시기였다. 

월공엉지역‘ 1 9잉3-200 1 
lð시지"훈} 

• -6.900 에서 - 1 ， 500 (1이 
• -1.500 에서 -500 (36) 

• •;00 이셔 o (~3) o 에서 3,000 (148) 

( 그림 17 ) 탈공엉지역 문포‘ 1996 - 2001 

2) 탈공업지역의 분포특성 

A 

”… .1.'. 

탈공업화가 전개되는 탈공업지역의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86 -

2001년 간 탈공업지역의 전체적인 분포패턴을 입지별 권역에 따라 파악하고， 

제조업 종사자수 감소를 기준으로 상위 157H 동의 입지특성/ 인구 및 주돼특 

성/ 용도혼재 정도， 도시개발영향 동의 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입지특성은 

준공업지역(국토계획이용법상 준공업지역이 포함된 동) 및 준공업인접지역， 

도심(중구종로구) 및 도심인접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을 포함한 기타지역(강 

북， 강남)으로 구분하였고 (그림 18)깅L 인구 및 주택특성은 분석기간 중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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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율과 우세한 주택유형(단독l 다세대연립/ 아파트)과 주택보급율을 기준으 

로 하였다 그리고 용도혼재 정도는 공장，창고 혼재율을， 도시개발의 영향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포함되거나 언접한 동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중깅잉U잊 

_u잉e! iHI잊 

- 도잉지잊 

- 도잉잉잉ι억 

( 그럼 18 ) 입지특성 권역구운 

A 

“‘’·‘·‘ 

1986 - 2001년 간 서울의 탈공업화 전개과정에서 지도화하여 서술한 탈공 

업지역의 전체적인 분포패턴을 분석하연 (표 22)와 같다. 1986 - 1991년 동안 

에 서울시 전체의 63%에 달하는 동에서 탈공업화가 나타났으며l 상위 157H 

동이 전체 제조업 고용감소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23) 권역은 일차적으로 도심지역과 준공업지역을 기준으로 각 지역에 인접한 행정동 지역을 

도성인접지역과 준공업인접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8)에 사용된 기본도가 행정경 계 

룹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부분적으로 한강과 중랑천， 그리고 북한산 둥 지형적인 측연올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그 결파 도심인접지역에서 명창동에 인정하였지만 북한산으로 분리 

왼 진판외동과 불광I동을 제외하였고， 준공업인정지역에서는 강서구 영둥포구와 한강으로 

분리된 마포구지역파 여의도동， 성수동과 광장동지역은 한강이냥지역올， 그라고 도용동과 

창동지역은 종랑천으로 분리되는 동쪽의 상계동지역을 제외하여 권역올 설정하였다 (부록 

2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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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공업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권역별로 살펴보면 준공업지역이 

43.3%, 그 인접지역이 27.6%를 차지하여 전체 고용감소의 71%가 준공업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도봉구의 준공업지역에 인접한 상계·중계·월 

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지역의 공업기능이 주거기능으로 대체된 

영향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감소의 16.9%가 기타 강북지역에서 진행되었다. 

1991 ~1996년 간에는 서울시 전체 60%의 동에서 탈공업화가 나타나 이전 기 

간에 비해 다소 탈공업지역이 줄어들었으나 이 기간동안에 탈공업화를 주도 

한 권역은 준공업 및 인접지역이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보다는 인접지역에 

서 더 많은 제조업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탈공업지역의 분포가 확산되 

어 기타지역(강북·강남)에서도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중 기타 강남 

지역은 주로 외곽지역으로 공항동 등 강서구와 관악구/ 그리고 양재동과 내 

곡동 일대가 포함되었다. 이들 지역은 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방화·가양지구l 

우면·수서지구y 거여지구 등)과 외곽지역의 주택지조성 및 관련된 시가화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 산재해 있던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이전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22 ) 탈공업지역의 입지권역별 구성， 1986-2001 

옳긴: 1986~ 1991 1991 ~ 1996 1996~2001 

감소(명) 구성(%) 감소(명) 구성(%) 감소(명) 구성(%) 

준공업지역 98 ,230 43.3 33 ,456 24.2 33 ,562 51.8 

준공업 인접지역 62 ,721 27.6 45 ,905 33.3 5,7 17 8.8 

도심 및 인접지역 11 ,502 5.1 3,587 2.6 4,059 6.3 

기타지역 (강북) 38,437 16.9 26 ,221 18.9 13,941 21.5 

기타지역 (강남) 16,114 7.1 28.968 21.0 7,534 11.6 

서울시 전체 227 ,004 100.0 138,137 100.0 64,813 100.0 

상위 15개동 (5%) 136,416 60.1 69 ,843 50.6 34,858 53.8 

감소한 동의 비율 63.0 % 60.1 % 6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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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2001년 동안의 탈공업화는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용집되어 전체 종 

사자 감소의 51 .8%가 준공업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동시에 도심 및 인접지역 

과 기타 강북지역 동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에 

준공업인접지역의 비중을 현저히 감소하였다‘ 서울 전체 동들 중에서 탈공업 

화가 나타난 통의 비율이 67.4%로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탈공업지역이 확대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1986 - 2001년 기간 중 권역별 탈공업지역의 구성비변화 

를 종합하여 모식화한 것이 (그립 19)이다 전체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준공업지역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전체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준공업인 

접지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옹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1996 - 01 E그 0- 10% 

1991 - 96 E그 10-20% 

1986- 91 E그 20-30% 

권역구문 
도싱 및 기타 기티 

_ 30- 40% 

인접 (강룩) (깅님) _ 40%이싱 

( 그림 19 ) 권역멸 될공업지역 구성비 변화 모식도 

이러한 전체적인 탈공업지역의 분포특성을 상위 15개 동(5% 수준)올 중심 

으로 인구 및 주택， 공장 창고 용도혼재r 택지개발 둥과 관련하여 분석하면， 

(표 23)에서 (표 25)와 같다 

1986 - 1991년 동안 상위 15개 동의 제조업 고용감소는 136，416명으로 서 

울 전체 감소의 60.1 %를 차지하여 고용감소가 특정지역에 집중해 있으며， 2 

개 동을 제외한 13개 동 모두 준공업지역내에 있다 (표 23) 반연， 1991 -

1996년 간 상위 157ß 동의 감소인원은 69，843명으로 전체의 50.6% 차지하여 

제조업 고용감소의 분포가 분산되고 있다 입지특성에서도 주로 준공업지역 

과 준공업 인접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전 기간에 비해 준공업 인접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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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제조업 감소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 

표 23 ) 상우I 15개 탈공업지역의 분포특성， 1986 ~ 1991 

.,...-‘!:‘ 인구증감율(%) 아파트구성비(%) 

위 
구명 행정동명 입지특성 

1985-90 1990-95 1995-2000 1990 2000 

구로구 가리봉2동 즈'-'- 고 = 어 gj eJ 저 1=1 -28 -57 -20 19 0 

2 금천구 독산 1 동 근나드- 그 C그그 。tj{ -18 33 5 33 81 

3 영등포구 앙평 2동 르'-'-드 그 〈그그 。.걱{ -9 -28 66 36 83 

4 광진구 광장동 즈'-'-드 그 C그그 。tj{ -3 31 23 81 88 

5 강서구 염창동 근'-'-드 그 C그그 G tj{ 9 40 26 76 

6 도봉구 창 2 동 EL4E- 그 ζ그그 G t그{ 99 39 7 O 23 

7 구로구 구로 1 동 르'-'-튼 그 C그그 。tj{ 106 O 8 78 99 

8 구로구 구로 3동 근~튼- 그 〈그그 。ta{ -14 -15 -7 37 48 

9 광진구 화앙동 즈'-'-드그 E그~gj eJ ~ 11 -18 -9 O 11 

10 강서구 가앙동 갇L스른- 그 c그〉 。t:{i -2 582 6 95 

11 강서구 등촌 1 동 걷L二드- 그 c그〉 。t:{j -4 -17 40 10 63 
12 도옹구 방학 1 동 르L드」 그 〈그그 0 t그4 50 7 -6 O 17 

13 성동구 성수2가3동 프'-'-드 그 〈그그 。tj{ -11 -24 -17 48 37 

14 영등포구 문래 2동 ELLE 그 c그〉 。ti{ 11 -5 34 75 91 
15 구로구 신도림동 흔L4F- 그 〈그그 。.그{ -6 100 44 89 

우셔| 주택유헝 주택보급율(%) 공장창고 혼재율(%) 택지개발 
행정동명 

1990 2000 1990 2000 1991 1996 1999 포함/인접 

가리몽2동 E과」 도 -드1 단 독 28 22 74.2 2.2 0.9 × 

독산 1 동 다세대 다세대 30 71 42.6 45.7 38.0 × 

양평2동 단 독 아파트 52 83 48.8 26 .7 22.5 O 
광장동 아파트 아파트 90 95 11.8 8.2 1.5 × 

면= 차 = 도 = 다서|대 아파트 59 91 20.9 11.6 5.8 。

창2동 단 독 다세대 49 66 30.1 14.7 12.4 。

구로 1 동 아파트 아파트 70 96 15.3 5.1 3.7 × 

구로3동 단 독 아파트 56 82 48.2 51.0 43.9 × 

화앙동 단 독 단 독 29 27 22.6 3.8 1.0 × 

가앙동 다서|대 아파트 46 99 45.3 9.5 6.6 O 
등촌 1 동 다서|대 아파트 54 83 34 .4 23.6 15.4 0 
방학 1 동 단 독 다서|대 36 47 19 .4 11.1 7.1 。

성수2가3동 아파트 아파트 47 48 45.8 49.8 40.0 × 

문래2동 아파트 아파트 75 97 43.1 29.8 20.3 O 
신도림동 아파트 아파트 58 88 55.6 41. 1 36.8 C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재산세과세자료. 택지개발사업지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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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 상우I 15개 탈공업지역의 분포특성， 1991 ~ 1996 

'"‘!:‘ 인구증감율(%) 아파트구성비(%) 

위 
구영 행정동명 입지톡성 

1985-90 1990-95 1995-2000 1990 2000 
금천구 독산 2동 즈L，Lg 그 =그 。~eJ 짜 tj4 17 -5 -12 0 4 

2 금천구 가산동 EL4E- 그 c그〉 。ti{ -10 -15 18 4 59 
3 광진구 화앙동 즈L.!...드그 C그그。~eJ~ 11 -18 -9 0 11 
4 구로구 구로 3동 프」EL 그 =그 。tj{ -14 -15 -7 37 48 
5 도몽구 도봉 1 동 주L.!...고 =어 t:::I이 L-' 저 t:::I 17 5 -6 11 21 
6 앙천구 목 1 동 극ι드- 그 〈그~gj eJ 짜 t:1{ 407 -5 25 65 86 
7 금천구 시흥 2동 극ι드- 그 C그그 。~eJ 짜 tj{ -17 -56 39 11 89 
8 영등포구 앙평 2동 드‘? 그 ζ그〉 。ti{ -9 -28 66 36 83 
9 도봉구 창 1 동 주나-고 =어 t:::I 이 L-' 저 t:::I 34 141 -5 60 85 
10 강서구 등촌 1 동 듣ι~ 그 〈그그 O t닐{ -4 -17 40 10 63 
11 강서구 공항동 JI 타 28 -6 -10 8 12 
12 영등포구 양평 1 동 르L흔L 그 c그3 。Cj{ -17 18 39 68 
13 구로구 신도럼동 르\..!.튼- 그 c그〉 。tj{ -6 100 44 88 
14 영등포구 문래 2동 드L.!...드 그 C그그 。tj{ 11 -5 34 75 91 
15 구로구 수궁동 」→ 드L」E 그 C그그 G tj{ 16 -2 O O 

l 

우세 주택유형 주택보급율(%) 공장창고 혼재율(%) 택지개발 
행정동명 

1990 2000 1990 2000 1991 1996 1999 포함/인접 

독산 2동 단 독 단 독 23 30 2.2 1.3 0.5 × 

가산동 단 독 아파트 14 51 25.9 65.5 57.1 × 

화앙동 단 독 단 독 29 27 22.6 3.8 1.0 × 

구로 3동 단 독 아파트 56 82 48.2 51.0 43.9 x 

도봉 1 동 단 독 다세대 41 61 5.4 4.1 2.2 O 
목 1 동 아파트 아파트 77 95 1.6 3.7 0.3 O 
시를 2동 단 독 아파트 55 89 2.0 0.5 0.1 x 

앙평 2동 단 독 아파트 52 83 48.8 26.7 22.5 O 
창 1 동 아파트 아파트 68 86 9.3 1.4 0.4 O 

등흔 1 동 다세대 아파트 54 83 34.4 23.6 15 .4 O 
공항동 단 독 단 독 36 40 5.8 14.9 13.8 O 
앙평 1 동 단 독 아파트 65 81 26.8 32.8 20.6 O 

신도림동 아파트 아파트 58 88 55.6 41.1 36.8 O 

문래 2동 아파트 아파트 75 97 43.1 29.8 20.3 O 

수궁동 다세대 다세대 69 85 13.7 9.7 9.4 ×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재산세과세자료， 택지개발사업지구현황. 

기존의 준공업지역보다는 준공업 인접지역 및 인접한 주거지역 등에 입지 

해 있던 공장들이 이전 혹은 폐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계획 및 

정책 l 토지이용상의 규제 그리고 공장 운영여건 등의 측면에서 주거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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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대체되면서 외부로 이전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탈공업화가 

진행되는 동안의 인구증감율을 비교해보면 1980년대 후반에 택지개발이 시행 

된 창1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탈공업화가 진행 중에 인구도 함께 

감소하다가 그 이후 공장이적지의 타용도 개발과 관련하여 인구가 급증하거 

나 인구감소율이 완화되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되거나 인접한 지 

역에서는 기존 택지개발에 의한 아파트지역의 영향으로 가장 우세한 주택유 

형이 아파트로 구성되고 주택보급율도 상당히 높아졌다. 반면/ 택지개발지구 

와 인접하지 않은 독산동l 화양동 등에서는 계속 저층 중심의 단독주택이 우 

세한 주택유형을 구성하면서 탈공업화 이후에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장·창고 혼재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산업단 

지에 포함된 가산동(2단지)， 구로3동(1단지)에서는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이는데 이는 노동·기술대체 효과에 의한 고용감소와 물류센터 등 창고용 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1980년대 후반의 탈공업지역은 주로 준공업지역에 집중되었지 

만 1990년대 전반으로 오면서 준공업 인접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탈공업 

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반적인 인구감소를 함께 경험하였다. 탈공업화 이후 

인근 택지개발지구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 변화가 빠 

르게 진행되어 인구증가도 높게 나타나고 아파트 중심의 주택유형으로 전환 

되면서 주택보급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6~2001년 동안 상위 157R 동의 감소인원은 34，858명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하여 199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탈공업 

지역의 공간적 분포가 상대적으로 계속 분산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표 25). 

그러나 입지특성을 비교하면 이 시기에는 준공업 인접지역보다는 주로 준 

공업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준공업지역이 국지적으로 분포하여 개발압 

력을 상당히 받고있던 광장동과 도봉2동에서 제조업 감소가 두드러져 이 시 

기에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도심 및 인접지역 

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율y 아파트구성비 그리고 주택보급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파트가 우세한 주택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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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 혼재율도 대부분 낮아지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되거나 

인접한 지역의 수는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택지개발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이적지의 토지전용이 빠르게 진행되어 인구가 급 

증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전반에 의류 및 출판·인쇄관련 기능이 집중하여 

고용이 증가했던 도심의 을지로나 회현동 등이 새로운 탈공업지역으로 등장 

하고 있다. 이는 계획 및 정책차원의 규제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외부로 이 

전하였기보다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의 도산 등에 

기인한 공장폐쇄 및 축소의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기존 

공장부지나 건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에서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l 단독주택이 우세한 주택유형인 상태에서 

탈공업화 이후에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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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상우I 15개 탈공업지역의 분포특성. 1996~ 2001 

=‘:!:‘- 인구증감율(%) 아파트구성비(%) 

우l 
구명 행정동명 입지특성 

1985-90 1990-95 1995-2000 1990 2000 

금천구 가산동 E」E」 그 C그그 O tj{ -10 -15 18 4 59 

2 영등포구 문래 1 동 르」드」 그 c그〉 G tj{ -20 -40 5 53 76 

3 구로구 신도림동 ELE」 그 c그〉 다 tj{ -6 100 44 88 

4 금천구 독산 1 동 드t..!.튼- 그 =그 。a{ -18 33 5 33 81 

5 광진구 광장동 ζ :xE:: E T51 r 는uj -3 31 23 81 88 

6 흔 :x;: 구 을지로345가 도 심 -40 -44 -23 8 28 

7 금천구 시를 1 동 드t..!...드 그 C그그 。tj{ 11 -7 -9 85 84 

8 동작구 신대밤2동 JI 타 2 17 29 9 50 

9 강남구 논현 2동 기 타 6 6 15 44 

10 도봉구 도봉 2동 드」EL 그 〈그그 。tj{ 10 8 23 32 88 

11 강서구 염창동 ELLE 그 C그그 。~그{ 9 40 26 76 

12 영등포구 양평 2동 큰t..!.튼- 그 C그그 。tj{ -9 -28 66 36 83 

13 걷 3 구 회 현 동 도 人C그| -18 -24 -17 48 44 

14 서대문구 충정로동 s:: λ èJeJ 저 t=! -21 -14 -12 28 26 

15 구로구 오류 2동 드t..!...른 그 C그그 。~그{ 33 -11 -9 17 25 

우세 주택유형 주택보급율(%) 공장창고 혼재율(%) 택지개발 
행정동명 

1990 2000 1990 2000 1991 1996 1999 포함/인접 

가산동 단 독 아파트 14 51 25.9 65.5 57.1 × 

문래 1 동 아파트 아파트 79 93 48.0 46.6 32.2 × 

신도림동 아파트 아파트 58 88 55.6 41.1 36.8 O 
독산 1 동 다서|대 아파트 30 71 42.6 45.7 38.0 x 

광장동 아파트 아파트 90 95 11.8 8.2 1.5 × 

을지로345가 다세대 다셔|대 67 46 4.1 3.6 1.2 × 

시흥 1 동 아파트 아파트 81 89 24.6 20.6 21.9 x 

신대방2동 단 독 아파트 44 60 11.9 12.6 1.3 × 

논현 2동 단 독 아파트 49 53 5.8 7.5 0.1 × 

도몽 2동 단 독 아파트 66 88 17 .4 7.9 4.8 c기/ 

염창동 다세대 아파트 59 91 20.9 11.6 5.8 O 
앙평 2동 단 독 아파트 52 83 48.8 26 .7 22.5 。

회현동 아파트 아파트 62 81 4.4 5.0 0.5 × 

충정로동 단 독 단 독 55 68 7.7 13.8 4.4 × 

오류 2동 다세대 다세대 51 74 28.3 21.6 17.1 × 

자료:광공업통계조사.민구주택총조사.재산세과세자료，택지개발사업지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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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공업화 탁월지역의 분포패턴과 특성 

1) 탈공업화 탁월지역의 분포패턴 

탈공업화 탁월지역은 서울시 총 4817R 동(행정구역 조정) 중에서 1991~ 

2001년 간 탈공업 관련 지표(사업체수/ 종사자수l 부지면적/ 연면적/ 출하액) 

가 모두 감소한 1507R 동을 대상으로 종사자수와 부지면적 감소에 따른 순위 

를 합산하여 상위 %분위수(25%)에 해당되는 37개 동을 선정하였다. 탈공업 

화 탁월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미시적인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 

기 위하여 앞에서 분석기준으로 사용한 제조업 종사자수와 함께 공장부지면 

적 감소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는 탈공업화의 개념 정의에서 생산기능 축소 

에 따른 고용감소보다는 실제로 공장이전과 폐업에 중점을 두어 공장이적지 

의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20)은 분석기간 중 탈공업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한 1507R 동에 

대해 부지면적 감소를 기준으로 지도화 한 것이다. 전체적인 전지표가 감소 

한 탈공업지역의 분포는 앞에서 종사자기준으로 분석한 분포와 유사하게 나 

타난다. 1990년대 이후 서울의 탈공업지역 분포상 핵심지는 크게 두 축에 집 

중되고 있다. 첫째는 서울 남서부의 안양천을 따라 이어지는 최대의 준공업 

지역으로 강서-영등포-구로-금천구로 이어지는 축이며I 그 다음은 서울 북동 

부의 도봉로와 경원선을 따라 이어지는 도봉구의 창동-도봉동 축이다 (부록 

3. 참조). 

전지표 감소 탈공업지역 중에서 상위 25% 인 탈공업화 탁월지역으로 선정 

된 37개 동의 순위를 나타낸 것이 (표 26)이다 (부록 4. 참조). 이들 탈공업화 

탁월지역은 전체 1507R 탈공업지역에서 1991 ~2001년 동안 총 종사자수 감소 

의 78.8%인 91，699명/ 총 공장부지면적 감소의 89.8% 인 4,531,621 m2를 차지하 

고 있다. 공간적 분포의 핵은 영등포-구로-금천 핵과 도봉-창동의 소핵으로 

응집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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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 전지표 감소한 탈공업지역 분포， 1991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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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 탈공업화 탁월지역 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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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 탈공업화 탁월지역 순위와 입지특성 

종사자 공장부지 
스고?~I’하닙 조=하 t:::I스 L.!...으 fI 

감소순위 감소순위 
구 며C그 해〈그저C그도〈그며〈그 입지특성 

3 4 금천구 독산2동 극ι드- 그 c:그~gj~~ 

5 6 2 영등포구 양평 2동 드ι드- 그 c:그〉 。tj{ 

3 4 7 3 구로구 신도림동 E ;xE;r E -r크， r ξ、j」

7 2 9 4 금천구 시흥2동 즈L.!.드- 그 c:그~gj~ 갖 t:j{ 

4 6 10 5 영등포구 문래 1 동 즈L.!.드- 그 C그그 G tj{ 

6 11 17 6 도봉구 도봉 1 동 즈L.!...드그 〈그그 。~~ 갖 t그{ 

12 5 17 6 강서구 고=하 =도 C그 기 타 

2 17 19 8 광진구 화양동 즈L.!...드 도 c:>l G t그~~ 갖 t:j{ 

11 8 19 8 도봉구 창 1 동 즈나;: 그 c그~gj~~ 

9 10 19 8 양천구 목 1 동 즈L.!...드 그 c:그~gj~~ 

15 12 27 11 구로구 구로5동 r :xr: E -「크1 r i、jJ

14 14 28 12 도봉구 도봉2동 E :xr: E ?51 r ε닙j 

13 15 28 12 구로구 수궁동 르L.!...드 그 c그〉 。t그{ 

10 18 28 12 영등포구 양평 1 동 三L드」 그 c그〉 。t그{ 

8 23 31 15 광진구 광장동 E :xr: E -r크， r ξ、j」

22 9 31 15 영등포구 영등포 1 동 즈L.!.드- 그 c:그〉 。tj{ 

20 13 33 17 구로구 개봉2동 준공업인접 

18 16 34 18 구로구 가리봉1 동 준공업인접 

17 19 36 19 영등포구 대림 3동 측u드- 그 c그〉 。tj{ O ‘)1 天tj{ 

16 21 37 20 영등포구 문래2동 프L.!.드- 그 c:그〉 。tj{ 

19 22 41 21 영등포구 당산2동 드L.!.드- 그 c:그〉 。tj{ 

37 7 44 22 도봉구 창4동 드L.!.드- 그 C그그 G t그{ 

21 32 53 23 광진구 구의 1 동 즈L.!...드그 〈그그 。~~ 天tj{ 

31 26 57 24 성북구 월곡 1 동 기 타 

28 29 57 24 강서구 방화 1 동 준공업인접 

34 24 58 26 노원구 공릉 1 동 JI 타 

23 37 60 27 광진구 노유 1 동 준공업인접 

24 41 65 28 영등포구 당산 1 동 드」드L 그 C그그 。tj4 

41 25 66 29 영등포구 도림2동 준공업 

30 36 66 29 서초구 내곡동 기 타 

* 상우I 30개 동 만 표로 작성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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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공업화 탁월지역의 특성 

탈공업화 탁월지역의 상위 30개 지역 중 준공업지역이 147R 지역/ 준공업 

인접지역이 12개로 전체의 87%가 준공업지역 및 인접지역이어서， 1990년대에 

탈공업화는 기존 공업기능이 대부분 집적되어 있던 서울시의 준공업지역과 

인접지역이 주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참조). 즉l 서울의 산업구조 

가 서비스경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1990년대 전반기는 준공업 인접지역의 

공장들이/ 그리고 후반기에는 준공업지역 내 중·대규모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이전 혹은 폐업되어/ 공장이적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탈공업화 탁월지역 분포에 가장 응집되어 있는 곳은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의 양평동-문래동-신도림을 잇는 안양천변의 준공업지역과 인접지역이다. 

이 지역은 안양천을 경계로 목동신시가지 및 목동과 화곡동 지구중심지역과 

이어져 있어서 이와 연계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업기능이 이 지역으로 

침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이 지역의 중·대규모 공장이적지는 주로 아파 

트와 대형 상업기능으로 전환되었고y 남아있는 공장과 주거 및 상업기능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의 동쪽은 영등포구청을 중심으 

로 한 영등포구 행정중심지와 영등포역을 주변의 대형 백화점 및 상업기능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부심지가 위치하고 있어 목동·화곡동 주거기능의 지구중 

심과 영등포부심지를 연결하는 주 교통축의 중간 입지로서 부단히 개발압력 

을 받아 온 지역이다. 

서울 북동부의 도봉-창동지역은 영등포-구로-금천 지역보다는 공간범위가 

좁은 소핵을 이루고 있다. 삼양식품/ 삼영모방y 삼풍제지y 동아콘크리트/ 샘표 

식품 등 대규모 공장들이 도봉로와 경원선을 따라 선형으로 입지해 있던 전 

통적인 준공업지역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에 월계지구의 택지개발을 시작 

으로 대규모 상계지구를 비롯한 창동l 중계/ 도봉지구 등 택지개발이 추진·준 

공되면서y 그 영향으로 점차 주거기능이 침투하여 주·공혼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서울과 의정부를 잇는 축상에 위치함으로써 서울의 교외화에 

따른 의정부지역 시가지확장으로 기존 공장의 증설이 어려웠으며 대규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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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토지이용 전환 압력이 지속되어 왔던 곳이다. 이처럼 탈공업화 탁 

월지역은 대부분 준공업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분포하며y 준공업지역의 명맥 

을 유지해 오던 지역들이다. 즉I 초기 준공업지역 지정당시에는 서울의 주변 

지역이었지만 시가지 확장에 따라 현재는 위상이 바뀌어 공업 외 타용도로의 

개발 압력을 계속 받아 오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각 용도지역이 구획 

되면서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당시의 면적은 29.4k따이었으며 계속 증가하 

여 1966년에는 87.4k마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12.2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도시재정비 등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0년 현재 총 9개 구에 

걸쳐 서울시 전체면적의 4.79% 인 28.8k따를 차지하고 있다 (표 27, 그림 22). 

이처럼 1970년대 이후 준공업지역의 축소조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억 

제 및 분산정책에 다른 계속적인 공장의 지방이전l 신규공장 건축 규제와 시 

가화지역의 확대에 따른 상업 및 주거기능의 침투 등으로 실제 공업지역 내 

타용도로의 전환과 혼재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l 공장용도 부지와 타용도 부지의 

비율이 약 3:7로 분포되어 었다. 타용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업 및 관련시 

설에 해당되는 학교·근린생활시설·기타와 주거로 분류되는 공동주택이 각각 

타용도의 30%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도로 및 공공시설이 10%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 (표 28). 

( 표 27 )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분포와 면적 

구문 성동 영등포 구로 금천 도봉 강서 양천 광진 중랑 겨| 

즈L!.. 고 = 어 ~A、I 여 -、
3.22 9.55 7.63 4.60 1.90 1.77 0.25 0.04 0.02 

면 적 (knf) 

해당 자치구의 
서울시 

비중(%) 
19 39 38 34 9 4 0.2 0.1 전체의 

4.79% 

서울시 

준공업지역면적 11 33 26 16 7 6 0.1 0.1 
대비 비중(%) 

출처 :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2000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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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 서울시 준공업지역 분포현황‘ 2000 

( 표 28 ) 서울시 준공업지역 토지이용 현황， 2000 

(단위 때， %) 

다른 용도 사용 
서울시 준공엉지역 순공장부지 

소계 공공시설 공동주택 근생시설등 

605.95 (때) 28.8 7.9 20.9 3.5 8.6 8.8 

서울시대비 

비중 (%) 
4.79 1.32 3.47 0.58 1.42 1.45 

준공업지역내 

비중 (%) 
100.0 27.7 72.3 12.1 29.8 30 .4 

자료 서울시 ‘ 서울동계연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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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지역의 선정과 특성 

탈공업화 탁월지역은 준공업지역 및 인접지역에 응집된 핵으로 입지하여 

기존 서울 준공업지역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탈공업화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에 입지해 있던 공장의 폐쇄나 이전 

등의 사유로 공장이적지가 공업용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탈공업화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은 이미 

시가화지역의 확장과 주변지역의 개발로 시가화지역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토지전용의 압력이 강하게 남아있던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제조업 사업체와 고용이 절대감소를 기록하여 탈공업화가 본격화되었던 1990 

년대 초에/ 공장이었던 부지를 대상으로 어떠한 물리적 특성을 지니는 부지 

가 어떠한 용도로y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탈공업화 

가 지니는 미시적인 공간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탈 

공업화 탁월지역 중에서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영등포-구로구 지역의 문래1동/ 선도림동y 양평동 

그리고 도봉구 지역의 장동과 도봉동이다 (그림 23). 

이 지역들은 탈공업화 탁월지역의 입지적 특성인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 

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y 부단히 다른 용도로의 토지이용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현재 준공업지역이 안고 있는 주·공혼재 및 영세한 소규모 공장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곳이다. 선정된 사례지역을 준공업지역 

과 중첩시킨 결과가 (그림 2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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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 사례지역과 준공업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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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29) 이다. 영등포구의 문래/ 

양평동과 구로구의 신도림동은 1960년대 이후 영등포를 중심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될 때 포함된 오래된 공업지역으로l 노후한 중·대형 공장을 중심으로 이 

들과 연계된 영세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경인고속국도와 서부간선도로y 

지하철 등 주변과의 연계가 양호하며 I 1970년대 초에 화곡동 일대l 그리고 

1980년대엔 목동지구에 시가지 및 주택지 개발이 있었고 주변 영등포 부심지 

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이다. 본 사례연구의 분석 

기간 중의 특성변화를 보면I 1990년대 후반에 인구증가가 활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여 주택보급율도 서울평균인 65%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다. 1990년대 초에 전체 용도의 건물연면적에 대한 공장·창 

고용 건물의 연면적 구성비인 공장창고 혼재율이 50% 수준이었지만l 계속 

낮아져 1990년대 말에는 30% 내외의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준공업지역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I 이와 함께 주·공혼재의 문제와 지역의 성격변 

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도봉구의 창동과 도봉동 지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원선과 중랑천변에 

섬유 등 소비재 중심의 대형 공장이 입지하면서 서울 외곽의 공업지역을 형 

성하였다. 그러나 시가지의 확장으로 19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주택 

지 개발로 공업지역이 계속 축소되어 왔다. 1980년대에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대형공장들이 이전하게 되고y 인접한 중랑천 동쪽 지역에 대단위 상계·월계 

택지개발로 지속적인 개발압력을 받아 왔다. 경원선과 도봉로 등으로 서울 

도심과 주변 경기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주 교통축이 지나고 있으며l 지하철 4 

호선과 7호선이 연계되어 양호한 교통체계가 구비되어 있다. 이 지역도 1990 

년대에 들어와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주거 및 상업기능의 침투로 주·상·공 

혼재와 함께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기존 대형 

공장들은 교통과 용수구입이 유리한 경원선 및 중랑천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공장이 이전한 부지에 대한 토지전용의 압력이 특히 많았다. 사 

례분석 기간 중y 이들 지역은 1990년대 후반에 창동지역에서 약간의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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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아파트의 구성비 

가 상당히 높아졌고l 주택보급율 역시 서울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공장·창고 혼재율은 1990년대 초에 이미 20%이하로 낮았고 1990 

년대 말에는 거의 5%미만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 표 29 ) 사례지역의 특성 

(단우1: %) 

인구증감율 아파트구성비 
행정동명 

우세 주택유형 주택보급율 공장창고 혼재율 

85-90 90-95 95-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1 1996 1999 

문래동 -20 -40 5 53 76 아파트 아파트 79 93 48.0 46.6 32.2 

앙평동 -9 -28 66 36 83 단독 아파트 52 83 48.8 26 .7 22.5 

신도림동 -6 100 44 88 아파트 아파트 58 88 55.6 41. 1 36.8 

창동 34 141 -5 60 85 아파트 아파트 68 86 9.3 1.4 0.4 

도몽동 10 8 23 32 88 단독 아파트 66 88 17 .4 7.9 4.8 

자료 : 인구및주택총조사， 재산세과세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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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탈공업화 탁월지역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 
:사례연구 

탈공업화 탁월지역 중에서 선정한 문래1동/ 양평동/ 신도림동(남서부 핵)， 

그리고 창동l 도봉동(도봉구)의 5개 사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1994년 당시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부지들이 2002년에 어떠한 용도로 토지이용이 변화되었 

으며l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변경l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지하철 역세권 

(500m 역세권l 도보로 10분정도 접근가능한 범위)과 도로접근성/ 부지 규모 

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바탕하여 각 사례지역별로 기존 공업용 부지의 세부적인 토지이용 

변화양상을 분석하고l 지하철 역세권을 기준으로 역세권내·외 간의 변화를 비 

교하여 토지이용변화의 패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24). 또한 변화용도별로 필 

지의 토지특성(면적 l 개별공시지가l 도로접근성y 유해시설 근접정도)을 비교하 

여 공장이적지 토지이용변화의 토지특성을 분석하였다. 

1. 사례지역 전제 공업용지의 토지이용변화 

전체 사례지역에서 1994년에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1，834개 필지/ 

2,122,555.8 m2 (약 643，000평)를 대상으로 2002년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한 결과y 

전체의 30.1% 인 638，041.9m2가 계속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69.9% 인 

1，484，513.9m2가 다른 용도로 변화되 었다 (표 30). 

이들 공장이적지 중 주거용으로의 전환이 46.9%로 가장 많았고/ 특히 아 

파트로의 전환이 42.4%로 주거용 전환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그 다음이 

상업용(10.7%)과 도로l공원 등의 공공용지 (4.3%)였다. 준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지역에서 공장이적지는 우선적으로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으로 사 

24) 지하철 역세권은 설정기준(크기， 잠재력， 모양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리적 접근거리의 개념에 바탕한 구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현 지구단위계 

획) 구역지정 대상인 ‘철도역 중심반경 500m 이내’ 범위룹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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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l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들에서 선별적으로 상업 및 업무용으로 전환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분석에서 별도로 분류한 공업나지는 전체의 

6.2%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부지는 건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창고나 야적 

장 둥으로 사용되면서 타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이다 (그림 25) 

( 표 30 ) 사례지역 전체 공업용지의 토지이용변화 

1994년 2002년 

토지용도 토지용도 연적(m' ) 구성비(%) 

공업용 638.041.9 30.1 

공업나지 131.360.5 6.2 
주거용 995.167.0 46.9 

단독 4,534.2 0.2 
… •.••.. -. “-‘一.“‘

다세대연립 5.296.1 0.2 
‘’_.-…………ι 

공엉용 OfllfE 900 ,538.1 42 .4 
‘ ι ι “ ‘ 

주거기티 84 .798.6 4.0 

상엉용 227 ,531.8 10.7 
업무용 15.250.5 0.7 

주상용 23 ,656.0 1. 1 
공공용지 91 ,548.1 4.3 

전 처| 2,122 ,555.8 100.0 

'" 、 '" ‘ '" 

.공업용 

l공업나지 

口주거용 

n아파톤 

.상업용 

l엉우용 

l공공용지 

( 그림 25 ) 공업용지의 토지이용변화 (199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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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국토계획이용법 상 용도지역의 변화와 

비교하면 (표 31)과 같다. 1994년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부지의 97.1%가 

준공업지역에 속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에는 2.2% 등이었다. 2002년에 이들 

부지의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 82.8%로 줄어들었고 일반주거지역은 15%, 

준주거지역은 1.9%로 증가하였지만 국토계획이용법상으로 사례지역은 여전 

히 준공업지역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 표 31 ) 사례지역 토지이용변화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비교 

(단우1: %) 

용도지역 
토지용도 l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자연녹지 

1994년 

2002년 15.0 1.9 I 82.8 (100.0) 0.3 

공 업 용 5.9 1.9 I 91.6 (35.5) I 0.5 

합계 

100.0 

100.0 

100.0 

공업나지 4.0 3.0 93.0 ( 4. 7) 100.0 

주거용 22.9 5.7 67.5 ( 3. 7) 3.9 100.0 

아파트 25.5 0.5 74.0 (37.9) 100.0 

룹 룹 훌 j-~:o_j~:~j-~~::-+1~:rl+=+-;~~-:~ 
츠 M E. 
--.그 ζ그 51 .4 0 .7 47.9 ( 0.6) 100.0 

지
 

요
 
a 고

 
a 고

 。
4.2 95 .4 ( 5.0) 0.4 100.0 

2002년에 여전히 공업용과 공업나지로 남아있는 부지의 90%이상은 준공 

업지역에 있고y 타용도로 전환된 부지들 중 주상용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일 

반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아파트 등 주거용의 경우는 25%이상이 일반 및 준 

주거지역에 있다. 따라서 기존 준공업지역에서 얼반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의 지정이 변경된 부지들이 우선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화되는 경향이 강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y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구단 

위계획 등으로 인하여 타용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부지는 35.5%에 불과하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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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7.9%를 포함하여 전체 준공업지역의 41.6%가 주거용으로， 11.7%가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타용도 전용 현상과 주·상· 

공 홍재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에 있는 공업나지는 용도전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지들로 분석 

된다. 

또한 변화된 용도별로 개별공시지가25)의 변동추이를 지난 5년 동안 비교 

하면 (그림 26)과 같다. 1994년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부지의 평균 개별공시지 

가는 1185.2천원이었으나 용도전환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은 차별화되 

어 나타난다. 상업용과 업무용은 계속 상승하여 거의 m2당 160만원에 근접하 

고 있는 반면 공업용과 공업나지y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거용 부지 

의 평균 공시지가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는 일반 시세나 담보평가액과는 차이가 있지만y 대 

체적인 경향에서 상업 및 업무용/ 아파트로 전환된 부지의 가격이 상대적으 

로 높게 형성됨으로써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어 l 향후 

공업용지나 공업나지의 토지이용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의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l 본 사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에는 국토계획이용법 상 용도지역의 지정변경과 차별적으로 높게 형성된 

상업·업무 및 아파트의 개별공시지가는 기존 공업용 부지나 공업나지의 토지 

이용 전환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용도지역상 준공 

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주거용과 상업용으로의 전환이 상당부 

분 나타나고 있어서 사례지역의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상실과 주·상·공 혼 

재문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비효율화와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 도시관리상의 

25)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지공사지가룹 기준으로 전 
국 토지 약 2，700만 펼지에 대한 가격음 조사·산정하여 결정 고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 

적 (m')당 가격으로， 조세(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나 각종 부닦금(개발부담금 등)，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부과가준 혹은 토지보상， 담보， 경매가 등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된 

다. 이와 유사한 개념인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발표하는 자료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골 

프회원권 등 특정 점포 이용권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파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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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았다. 

(천원 /rrε) 1000 

| 상업용 l 
1600 ! ----* 

| 업무용 | 
/ - 、'--‘" •-• .. 、 ~ 

1400 

1200 

1αx) 

000 

600 
1994 1998 1999 2000 2001 2002 

I--+- 공업용 [ 1185.2 1253.2 1099.9 j「 11274 1123.7 1148.2 

~톨*ι 공업나지 1185.2 1131 .4 991.7 1021.2 1018.8 1035.7 

주거용 1185.2 1014.2 898.9 909.5 896.0 922.3 

‘-아파트 1185.2 1200.9 1080.3 1164.5 1145.3 1239.3 

-*-상업용 1185.2 1574.7 1424.2 1471.8 1533.6 1597.0 

---.•- 。t걱1! 口，도 c요〉 1185.2 1425.8 1314.9 1353.3 1396.7 1555.0 

즈lLA C그 ι C요::> 1185.2 1210.0 1082.4 1135.2 1128.8 1169.3 

( 그림 26 ) 사례지역 토지이용변화와 평균 개별공시지가 변동 비교 

또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1994년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부지가 2002년 변 

화된 용도별로 역세권 내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구성비를 비교한 것이 (표 

32) 이다. 상업용으로 전환된 부지의 경우 전체의 84.9%가 역세권 내에 포함 

되어 있고/ 주상용은 76.1 %, 아파트는 68.9% , 그리고 공공나지의 경우도 

66.5%가 역세권 내에 포함되어 있어 y 기존 공업용 부지가 상업·주상용 및 아 

파트로 전환되거나 공업나지로 변하는데 역세권 내의 양호한 접근성이 중요 

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공업용으로 계속 남아있거나 엘반 

주거용이나 공공용지로 전환된 경우는 역세권 외부에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 

게 나타난다. 또한 토지전용에 따른 기부채납 등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개 

발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공공용지로 전환된 부지의 경우는 거의 70%가 역 

세권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세권 내에서만 보면l 약 130만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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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존 공업용 부지 중 23%만 공업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77%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그 중에서 아파트와 상업용으로 전환된 부지가 

47.9%와 1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표 32 ) 역세권 포함여부에 따른 변화용도별 비교 

(단위 m’, %) 

싫ξ 
전차 역세권 내 역세권 외 

면쩍 구성비 면적 
’’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공업용 638041.9 100.0 297963.7 46.7 ( 23.0) 340078.2 53.3 

공업나지 131360.5 100.0 87378.8 66.5(6.7) 4398 1.7 
’’’’ 

33.5 

100.0 46.7 ( 3.4) 
:’ 

53.3 I 주거용 94628.9 44211.3 50417.6 

아파 E 900538.1 100.0 620533.7 68;9 (47~9) 280004.4 31. 1 

상업용 222504.8 100.0 188919.2 84;9 {14.6} 33585.6 15.1 

。t그4 -ET그- 도 =궁 20277.5 100.0 11578.7 57.1 ( 0.9) 8698.8 ’ 42.9 

-Z「사c>요ζ= 23656.0 100.0 17991.6 76‘ 1.(1 ‘ 4) 5664.4 23.9 

공공용지 91548.1 100.0 27845.3 30 .4 ( 2. 1) 63702.8 69.6 

저~ 처l 2122555.8 100.0 1296422.3 61. 1 (100.0) 826133.5 38.9 

주 : 역세권은 지하철역 중심반경 500mOl 내 범위로 할. 

도로접근성을 각 부지에 접한 도로의 규모(폭원)를 기준으로 하여26)， 기존 

공업용 부지가 2002년에 변화된 용도별로 비교한 것이 (표 33) 이다. 업무용으 

로 전환된 경우 전체의 75%가 대로에 접하고 있는 부지이며y 도로용지로 편 

입된 경우를 포함하는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상업용으로 전환된 경우 중로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지가 78%를 차지하며l 아파트로 전환된 경우도 대로 

에 접한 부지가 34.5%이고 주거단위의 구분도로인 소로에 접한 경우가 

26)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르면 도로의 폭원에 따라 광로-대로-중로-소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의 폭원(너비)만으로 구분한 것 뿐만 아니라， 도로의 규모에 따른 역할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광로는 도시의 상징적 도로로 중심부 계획에 적용하며， 대 

로는 대량 통과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중로는 도시 생활권의 연결도로이며， 소로 

는 주거단위에 적용되는 구획도로이다(박병주·김철수， 2001 , l 신편 도시계획 J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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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업용으로 계속 남아있거나 일반 주거용으로 

전환된 경우는 절반 이상의 부지가 폭원 8m미만의 세로나 이면도로I 좁은 

골목길에 접하고 있다. 따라서 역세권 내에 있거나 중-대로에 접하여 접근성 

이 양호한 부지들을 중심으로 상업·업무 및 아파트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3 ) 도로접근성에 따른 변화용도별 비교 

(단위 : 개， %) 

싫g: 광.대로 중로 소로 세로 겨| 

필지수;구성비 필지수;구성비 필지수:구성비 필지수 i 구성비 필지수‘구성비 

공업용 89 7.3 107 8.8 294 ! .. 24‘ 3 721 ! 59.5 1,211 ! 100.0 

공업나지 6 5.3 1 12 10.6 1 32 ! .28;.3 63 ì55.8 113 i 100.0 

주거용 4 3.3 I 9 7.5 I 32 ì26J 75 1 62.5 120 100.0 

아파 E 40 !34.5 I 9 7.8 62 1.53.4 5 4.3 116 100.0 

사ζ〉 어 1::::=' 요 c> 60 ! 47.2 I 39 30.7 18 14.2 10 7.9 127 i 100.0 

업무용 9 ! 75;0 8.3 o 0.0 2 i 16.7 12 i 100.0 

즈I드 A C그} 도 C그요 2 i 4.3 9 19.6 18 ; 39.1 17 i 37.0 46 i 100.0 

공공용 AI 62 ! 69.7 I 2 2.2 I 12 13.5 13 14.6 89 100.0 

갖~ 처| I 272 14.8 1 188 10.3 1 468 ; 25.5 1 906 ! 49 .4 11 ,834 100.0 

주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 저19조(도로의 구문) 2항에 의거하여， 각 

필지가 한 면 이상 접한 도로의 폭원에 따른 구분은 광.대로를 25m 이상. 중로를 12-25m. 소 

로를 8-12m. 세로(소로 3류)롤 8m 미만으로 하였음. 

토지의 물리적 측면에서 각 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변화된 용도를 비교 

하면 (표 34)와 같다. 부지면적의 차이는 기존 공업용 부지의 토지이용 변화 

에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500m2 미만의 소규모 부지 

27) 부지규모의 구분에서 3,ooOm' 기준은 서울시 준공업지역정비계획 수립시 대형 공장부지의 

기준을 3，000m'로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5oom' 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훨’에서 공장설립승인 대상 기준이 5α)m'이며 건축법(시행령)에서도 연면적 500m' 미만의 

공장은 근린생활시설(제조장)로 분류하고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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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타용도로의 전환이 별로 없이 70% 이상이 여전히 공업용으로 사용되 

고 있다. 부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업용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타용도로의 

전환비율이 높아져서 3,000m2 이상의 대형 부지 1297~ 필지 중 86%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특히 아파트로의 전환이 60%, 그 다음으로 상업용으로의 

전환이 11.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지면적 3,000m2 이상인 대형 공 

장이적지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장이적지에 대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장영일(199끼 연구에서도 1996년까지 발생한 대형 공장이적지의 62%가 아파 

트 등 주거기능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혔고， 1999년 기준으로 서울시 (2000)에서 

수행한 준공업지역 대형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 현황조사에서도 전체의 60% 

가 주거기능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000m2 미만의 중·소형 

부지의 토지이용변화에서는 아파트로의 전환비율이 현격히 낮아지고 대신 상 

업용l 일반주거용l 그리고 공업나지 형태로의 변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4 ) 부지규모별 용도변화 (1994• 2002) 

(단우I : %) 

깊캘르r 500m' 미관 500-3,000 m' 3,000m’ 여상 

그c그〉 。ti{ 도〈그오 72.3 55.5 14.0 

공장이적지 27 .7 44.5 86.0 

공업나지 7.7 8.2 5.2 
--.------------------------- ----------------.-.------------------------ ------------.--------------‘--------------- ------------------------------.------------
주거용 5.6 7.5 3.1 

---------------------------- -----.-.----------------------------------. ---.------.-------------------------------- -------------------------------------------
아파 E 1.7 12.2 60.1 

---------------------------- ---------------------------------‘--------- ------------------------.------.----------- ------------.-.----------------------------
人〈i} 。ti{ 도 =국 5.8 10.1 11 .7 

---------------------------- ------‘---------------------------------_ •• - ._._--------------------------------------- ------------‘------_.-.-_._----------------
。tj{ -ET3- 도 C국그 0.3 1.5 0.5 

---------------------------- ------------------------------------------- -_._--------------------------------------- -------------------------------------.-----
주상용 4.0 0.6 0.9 

---------------------------- ------------------------.------------------ ------------------------------------------- ••• ‘---------------------------------------
공공용지 2.6 4.3 4.6 

겨| 100.0 100.0 100.0 

필지수 

1.834 (100%) 1,251 (68.2%) 454 (24.8%) 129 (7.0%) 

주 : 주거용은 아파트 제외한 일반주거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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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 전체의 토지이용변화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변경과 지가 

의 변동l 그리고 접근성 및 부지의 물리적 규모와 관련하여 정리하면l 사례지 

역에서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주거 및 준주거지역으 

로 변경된 부지들은 거의 대부분 주상용l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전환되었으 

며 l 상업·업무용 및 아파트/ 주상용으로 전환된 부지들은 공통적으로 개별공 

시지가의 상승과 역세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중·대로에 접하여 도로접근성이 양호하거나 부지의 규모가 큰 경우는 상업업 

무 및 아파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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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지역별 토지이용변화 패턴과 토지특성 

1)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 패턴 

(1) 문래1동 

문래1동은 문래동1가y 문래동2가/ 문래동3가의 3개 법정동을 포함하고 있 

으며l 전체 l ,2837R 필지 중에서 1994년 공업용도로 사용되던 5907R 필지/ 

469，361m2를 대상으로 2002년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였다. 전체의 25%가 공 

업용 부지로 남아있었고， 75% 인 352，278m2의 공장이적지가 발생했다. 전체의 

30.7%가 상업용으로， 24.6%가 아파트로 전환되었다 (표 35). 

( 표 35 ) 문래 1 동 공업 용지 의 토지 이 용변화 (1994• 2002) 

1994년 2002년 

토지용도 토지용도 면적 (m") 구성비(%) 

그〈그그 G 뇨닐{ 도 c::표〉 117083.7 24.95 

공업나지 42094.8 8.97 

주거용 12449 1. 1 26.52 

단독 104.6 0.02 
.--------------‘------------- ----------------.-------------------- ----------------------.------------
다세대연립 

공업용 ------------.--------------- -------------------------------.----- --------------------.---------‘----
아파E 115602.6 24.63 

---------‘----------------.- ----------.---------------‘-------.-- -----------------------------------
주거기타 8783.9 1.87 

상업용 144023.6 30.68 

Gtj{ -ET그- 도 C그국 3149.8 0.67 

공공용지 38518.3 8.21 

저L....: 처| 46936 1.3 100.0 

(그림 27)은 1994년 당시 공업용 부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필지수 기 

준으로 전체의 46%가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전형적인 준공업지역이었다. 문 

래 1동에는 방림방적과 대선제분 공장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자동차정비공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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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밀집되어 있었고l 남서쪽은 안양천지류인 도림천이 흐르고 있고 남동쪽 

은 경부선 철로가 있어서 이로 둘러싸인 지역은 외부와의 연계가 불편한 곳 

으로 주로 소규모 영세 기계·정공y 철강업체들이 주·공 흔재의 상태로 집중해 

있었다. 문래1동의 토지이용변화를 주도 것은 대규모 방림방적 공장이적지와 

자동차정비공장들이 밀집해 있던 단지이다. 

(그림 28)은 2002년의 토지이용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방림방적 공장이적 

지가 필지분할되어 아파트단지(문래LG빌리지)와 대형 상업할인매장(삼성흠플 

러스)， 로데오거리(의류할인점)， 벽산메가트리움(주상복합)， 주상복합건물 분양 

지l 그리고 야채시장 등으로 변하였으며/ 자동차집중단지가 합병되어 아파트 

단지(현대홈타운)로 변하였다. 따라서 기존 중·대형 공장부지가 타용도로 전 

환되면서 문래1동은 경부선 철로와 도림천 사이의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들만 

남게 되어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소규모·영세화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 

규모가 큰 공업나지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신축 중이며l 소규모 업체 밀집지 

는 공장재개발 검토구역으로 지정되어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문래1동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을 중심으로 1차 역세권(500m) 

내 토지이용변화를 역세권 외부와 비교한 것이 (그림 29) 이다. 아파트와 업무 

용으로 전환된 공장이적지는 모두 역세권 내에 있으며l 상업용의 92%와 조 

만간 타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공업나지의 70%도 역세권 내에 포함되 

어 있다 (표 36). 반면 공업용 부지는 거의 대부분이 역세권 외부에 있다. 이 

는 접근성이 유리한 부지들이 먼저 타용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며 l 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준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재가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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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접비공장 

집중단지 

도링흰 

。--‘누을--am 
M\lIII 'S 

빙링방적 부지 

용부걷 횡로 

( 그림 27 ) 문래 1 동 공업용지 분포 ， 1994 

A 
삼성흥을러스 

벽산메가트리웅 

로대오거 èl 

정과 채소시정 

현대흥타운 

용혀1동 공엉용지 호지이용잉l이 

근린생휠시설 
( 1\194 - 2IXl:i? ) 

. u용메 이) 

'" "'" 
Meters 

도림흰 경부걷 철로 
""잉나지 (J6( 
• ð~.g‘.) § 싱g용 (얘) 
이피트 (28) 
앙R용 (0 
쭈커용 ( 10) 

( 그림 28 ) 문래 1 동 공장이적지 토지이용변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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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토지이용변화 공장이적지 1 차 역세권내 문래 1 동 29 ) 

변화 구성비 토지이용 억세권내 ( 표 36 ) 문래 1 동 문래억 

%) 

토지이용 운래 1 동 전체 역세권내 구성비 

공업용 117083 .7 20957 .4 18.0 

공엉나지 42094.8 29653.5 70 .4 

주거용 8888.5 6346.7 71 .4 

Of lU드 115602.6 115602.6 100.0 

상업용 144023.6 132424.0 91.9 

업무용 3149.8 3149.8 100.0 

공공용지 38518.3 2120.9 5.5 

전체 469361.3 310254.9 66.1 

(단위 rr! 

* 주거용은 아파트를 제외한 구성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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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도렴동 

신도림동은 전체 1，917개 필지 중 1994년에 601개 필지， 532，388m2가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다. 2002년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한 결과l 전체의 

65.4% 인 348,275.8 m2의 공장이적지가 발생했다. 신도림동은 전체 공장면적의 

절반이 넘는 53.6%가 아파트로 전환되어 목동 신시가지와 마주보는 신홍 아 

파트단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표 3η. 

( 표 37 ) 신도림동 공업용지의 토지이용변화 (1994• 2002) 

1994번 2002년 

토지용도 토 XI 용도 면적 (m") 구성비(%) 

고〈그어 t닐 요 c:::> 184113.0 34.58 

공업나지 12330.0 2.32 

주거용 295545.8 55.51 

단독 1807.0 0.34 
---------------------------- ------------------------------------ -----------_._----------------------
다세대연립 76.0 0.01 

---------------------------- ------------------------------------ ------------------------------------
그c그〉 G t피{ 도 〈그포 아파트 285513.8 53.63 

---------------------------- .-.--------.------------------------ ------------------------------------
주거기타 8149.0 1.53 

상업용 25096.0 4.7 1 

。t닐{ -ETI- 도 〈그표 1656.0 0.31 

츠-T-E 人C그} 도 〈그￡ 1799.0 0.34 

공공용지 11849.0 2.23 

저L...: 처| 532388.8 100.0 

신도림동의 1994년 당시 공장부지의 분포는 (그림 30)에 나타나 있다. 서 

쪽 안양천변에 소규모로 밀집해 있는 기존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이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동쪽은 경부선 철로에 의해 외부와의 

연계가 불가능한 상태이고y 남쪽 구로역을 중심으로 한 경인로와 등촌로를 

따라 영등포 부심지역과 목동 아파트지역으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신도림동의 토지이용변화를 주도한 공장부지는 과거 종근당y 조홍화학l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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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한국타이어 공장이 입지해 있던 대규모 공장이적지이다. 이 지역의 변 

화는 구로역 부근의 종근당과 조홍화학 공장이적지가 발생하면서 이곳에 신 

도림 대림아파트와 동아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타 

이어 공장이적지에 대림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가 건설되어 신홍 아파트 지 

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신도림동 서쪽 안양천변에 주·공혼재된 소규모 전기· 

기계금속업체들과 동쪽 경부선 철로 부근에 대성연탄 공장부지를 비롯한 중· 

소규모 공장들만 남게 되었다. 특히 대성연탄 부지와 그 일대는 현재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만간 타용도로의 전환이 예상 

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31). 

신도림동에는 신도림역 (1.2호선)， 도림천역 (2호선 지선)， 구로역 (1호선) 등 

모두 3개의 전철역세권이 었다. 1차 역세권내의 토지이용변화를 외부와 비교 

한 것이 (그림 3킥이다. 중소규모로 구성된 상업 및 업무용 부지는 모두 역세 

권 내에 있으며l 아파트의 88%가 역세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 (표 38). 구성비 

로 볼 때， 역세권 내에 공업용 부지가 78%나 포함되어 있지만l 이는 경부선 

축에 있는 신도림 환승역 주변의 대성연탄 공장과 안양천변에 밀집해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도림천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소규모 주· 

공혼재 지역은 안양천으로 막혀 외부 연계가 불편하며I 소규모로 혼재되어 

있어 타용도로 쉽게 전환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신도림동에서 아파트가 우세 

변화용도로 분석된 것은 기존 대규모 공장이적지가 빠르게 아파트로 전환한 

데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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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 ) 신도림동 공업용지 분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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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 신도림동 공장이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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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변화 공장이적지 1 차 역세린내 32 ) 신도림동 ( 그림 

토지이용 변화 구성비 엌세권내 표 38 ) 신도림동 

%) 

토지이용 진도링동 전체 억셰권내 구성비 

공엉용 184113.0 143689.4 78.0 

공엉나지 12330.0 9572.5 77.6 

주거용 10032.0 6644.0 66.2 

0 1파드 285513.8 251109.8 88.0 

상업용 25096.0 25096.0 100.0 

엉무용 1656.0 1656.0 100.0 

주상용 1799.0 552.0 30 .7 

공공용지 11849.0 11569.1 97.6 

전체 532388.8 449888.8 84.5 

(단위 rr( 

* 주거용은 0대}트를 저|외한 구성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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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평동 

양평동은 양평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양평1동과 양화대교로 이어지는 선유 

로와 목동신시가지로 연결되는 양평로를 포함하는 양평2동 동 2개의 행정동 

으로 구성된다. 전체 2，668개 필지 중 1994년에 공업용도로 이용되던 3937R 

필지， 469，413m2를 대상으로 하였다.2002년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면， 대상 

부지의 48.6% 인 228073m2의 공장이적지가 발생하였다. 공업용으로 계속 사용 

되는 부지가 51.4%로 전체의 절반을 념고 있으며l 타용도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공업나지도 13.4%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전체의 18%가 아파트로， 8.4%가 상업용으로 전환되었다 (표 39). 타용도 

로의 전환은 목동이나 강북방변으로 연계성이 양호하고 2호선 당산전철역에 

인접한 북쪽의 양평2동에서 많았으며l 남쪽의 양평1동은 공장부지와 공업나 

지가 많아 탈공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된다. 

( 표 39 ) 양평동 공업용지의 토지이용변화 (1994• 2002) 

1994던 2002년 

토지용5r. 토지용도 면적 (m
t

) 구성비(%) 
고C그어 t닐요 〈그 241340.2 51 .41 
공업나지 62911 .7 13.40 
주거용 90435.1 19.26 
단독 1414.6 0.30 ............. ---.. -.-------- --------------------------.--------- ---------------------.------‘----‘--

다세대연립 2012.2 0.43 
---------------------------- -------------------------------.---- -----------------------.------------

그c그〉 G tj{ 도 C그국 아파든 84433.6 17.99 --------------------- ... ----- -------------------.----------‘----- -----------_ .. _----------------------
주거기타 2574.7 0.54 
사C그어 t걱 요 = 39396.0 8.39 
。ti{ -CT그- 도 c국〉 8947.7 1.91 
-ZT- 사C그묘 〈그 6208.9 1.33 
공공용지 20173.7 4.30 

저1.-: 처| 469413.3 100.0 

양평동의 1994년 공업용지 분포는 (그림 33)과 같다. 북쪽의 대규모 해태 

제과와 롯데제과 공장부지를 중심으로 주로 블럭단위의 중간규모 제조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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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밀집해 있던 준공업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한 공장부지는 해 

태제과 공장이적지(한신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매일제관(스파박스 스포츠센 

터)， 신명전기(동보아파트)， 서울유지(성원아파트)， 서울약품(코스트코 대형할 

인매장)， 두산농산(우림 e-biz센터)의 공장이적지들이었다. 이들 이적지는 블록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서 주로 아파트와 상업용 등으로 빠르게 토지이용이 변 

화되었으며l 양평역을 중심으로 한 양평1동 지역은 다수의 공업나지가 발생 

하여 창고 동으로 사용되고 있으며l 산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산업활동촉진지 

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34). 

지하철역은 양평1동에 5호선 양평역이 있고， 2호선 당산역과 2.5호선 환승 

역인 영등포구청역이 인접해 있다 (그림 35). 양평동의 역세권 내에는 다른 

사례지역과는 달리 아파트의 구성비가 매우 낮다. 반면/ 주상용의 77.4%, 아 

파트가 아닌 일반 주거용의 64.1 %, 상업용의 62.3%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전체 공업나지의 70.7%가 역세권 내에 있다 (표 4이. 이는 양평역이 기존 양 

평1동의 준공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한가운데 입지함으로써 양평역 주변의 

공장부지들이 공업나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조만간 양평역 주변의 공업 

나지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이 급격히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1994년 당시 두산농산 공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양평역 4거리에 위치)가 1996 

년 5호선 개통이후 2002년 공업나지로 전환되었고l 최근 우림 e-biz센터(업무 

용)가 건축되고 있다. 이 지역의 아파트들은 해태제과 공장이적지의 한신아파 

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로 건축되어 단지화 되지 못하고 주·공혼재의 

상황이며l 주로 양평2동의 선유로와 양평로를 따라 외부연계가 양호한 지역 

에 입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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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 앙명동 공장이적지 토지이용변화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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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 앙명동 1 차 역세권내 공장이적지 토지이용변화 

( 표 40 ) 앙영동 억세권내 토지이용 변화 구성비 

(단위 m' %) 

토지용도 앙명동 전처l 역세권내 구성비 

공업용 241340.2 102884.6 42.6 

공업나지 6291 1.7 44508.4 70 .7 

주거용 600 1.5 3844 .4 64.1 

Of피E 84433.6 446 1.7 5.3 

상업용 39396.0 24530.2 62.3 

업무용 8947.7 663.9 7.4 

주상용 6208.9 4807 .6 77.4 

공공용지 20173 .7 1491.3 7.4 

전체 469413.3 187192.1 39.9 

* 주거용은 아파트률 제외한 구성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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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동 

창동은 전체 6,5177ß 필지 중에서 1994년 공업용도로 이용되던 2067ß 필 

지， 444，026m2를 대상으로 2002년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였다. 전체의 14.2% 

만이 공장부지로 남아있고， 85.8% 인 380,916.8 m2의 공장이적지가 발생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이적지가 아파트(64.8%)를 비롯한 주거용으로 전환되었다 (표 

41). 

( 표 41 ) 창동 공업용지의 토지이용변화 (1994• 2002) 

1994년 2002년 

토지용도 토지용도 면적( m~) 구성비(%) 

고C그어 I:::::j요 C그 63110.0 14.21 

공업나지 3432.0 0.77 

주거용 335370 .4 75.53 

단독 1208.0 0.27 
---------------------------- ------------------------------------ --.----.----------------------------

다세대연립 3207.9 0.72 
-----------------•--------.- -----------------------------------“ ---------.----------.-.---.--.-.----

고c::> 어 t그 요 c::> 아파E 287615.1 64.77 
--.------------------------- ---.--------.----.------------------ ------------------------------------
주거기타 43339.4 9.76 

사〈그어 I:::::j요 C그 13989.2 3.15 

어I:::::j-딛r 요 ζ〉 1497.0 0.34 

흔.-드 人C그} 도 c:국〉 7314. 1 1.65 

공공용지 19314.1 4.35 

저'--' 처| 444026.8 100.0 

(그림 36)은 1994년 당시 공장부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당시 공장들 

은 방학동-도봉동-의 정 부로 이 어 지 는 도봉로를 따라 남쪽의 창2동과 북쪽의 

창1.4.5동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평균 공장부지면적 

이 2，155m2로/ 샘표식품/ 삼풍제지y 동아콘크리트 등 대규모 공장부지들이 다 

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한 공장부지는 이러한 

대규모 공장의 이적지였다. 본 논문의 분석기간 이전부터 상계 및 월계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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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영향으로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전용의 압력이 계속 있었지만 주로 소 

규모 아파트들이 산재하여 건축되었다. 주요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를 

보면l 샘표 공장이적지에는 태영아파트l 삼화페인트 이적지에는 대우아파트y 

한일염공 이적지에는 창동금용아파트/ 동아콘크리트 이적지에는 동아청솔아 

파트I 서울중공업 이적지에는 동아아파트l 그리고 삼풍제지 이적지에는 현대 

아파트(I'PARK) 등이 들어섰다 (그림 37). 그 결과 창동의 공업기능은 창2동 

일부지역에 소규모로 밀집되면서 점차 주·공혼재의 형태로 남게되어 실질적 

인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창동에는 4호선의 창동역과 쌍문역l 경원선 녹천역 등 3개의 역이 있는데/ 

1차 역세권내 토지이용변화를 외부와 비교한 것이 (그림 38)이다. 기존 공업 

지역이 창동 외곽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창동의 중심부를 지나는 역세권에 많 

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업무용은 83%, 주상용/ 아파트l 상업용의 50% 정도가 

포함되고 었다 (표 42). 남아있는 공장부지는 창2동의 주·공혼재 형태로 있는 

소규모 공장부지를 제외하고는 역세권 외부에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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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 칭동 공업용지 분포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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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 창동 공장이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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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변화 공장이적지 ( 그림 38 ) 창동 1 차 역세권내 

토지이용변화 구성비 ( 표 42 ) 창동 역세권내 

%) 

토지이용 장동전처| 역세권내 구성비 

공업용 63110.0 10927.0 17.3 

공업나지 3432.0 1294.0 37 .7 

주거용 47755.3 21359.2 44.7 

OfmE 287615.1 141474.9 49.2 

상업용 13989.2 6869.0 49. 1 

업무용 1497.0 1247.0 83.3 

주상용 7314.1 4298.0 58.8 

공공용지 19314.1 1097 1.0 56.8 

전체 444026.8 198440.1 44 .7 

(딘위 flf 

* 주거용은 아파트률 지|외한 구성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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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봉동 

도봉동은 도봉로를 중심으로 북한산 방면의 도봉1동과 반대쪽 수락산 방 

면의 도봉2동으로 구성된다. 도봉동 전체 5,3837R 필지 중에서 1994년 공업용 

도로 이용되던 44개 필지， 207365m2를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였다. 

공장부지가 44개에 불과하지만l 평균 부지면적이 4，713m2로 사례지역 중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1991년 서울시 평균 공장부지면적의 628m2의 7.5배에 

달하고 있어/ 이 지역은 거의 대규모 공장부지들로 구성된 준공업지역이었다. 

2002년 변화를 분석한 결과l 전체의 15.6%만이 공업용으로 남아있고 84.4%인 

174，970m2 의 공장이적지가 발생하였다. 또한 전체의 61.4%가 아파트로 전환되 

었으며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도로의 전환은 72%에 달한다 (표 43). 따라서 

이지역에서 발생한 공장이적지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전환되었으며， 10,000 

m2 이상의 공업나지가 발생해 있어 주거용으로의 전환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 표 43 ) 도봉동 공업용지의 토지이용변화 (1994• 2002) 

1994년 2002년 

토지용도 토지용도 면적 (m2 ) 구성비(%) 

그C그그 。tj{ 도 C그요 32395.0 15.62 

공업나지 10592.0 5.11 

주거용 149324.6 72.01 

단독 
............................ ...... -.----.-.. -------------------- --------------------------._---.---. 
다세대연립 

------------------------.--- -.---.------------------------------ ------------------------------------
고c:> 어 = 요 c:> 아파토 127373.0 61 .42 

-----------.----------.-_.-- ------------------------------------ -------.----._-----.----------.-----

주거기타 2195 1.6 10.59 

상업용 5027.0 2.42 

어t:::::l-딛 .. 요〈그 

즈I 사 C그요 c:> 8334.0 4.02 

공공용지 1693.0 0.82 

저'-' 처| 20736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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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동의 1994년 당시 공업용지의 분포는 (그림 39)와 같다. 대부분 공장 

부지는 도봉로와 경원선을 따라 경원션의 도봉산역과 도봉역 사이에 밀집되 

어 있으며y 과거 삼양식품/ 일동제약， 삼영모방l 인켈 등의 업체들이 입지해 

있었다. 이 지역의 변화는 대규모 공장이적치가 발생하고 이들 부지가 아파 

트로 변하면서부터 이다. 삼양식품 공장이적지에 한신아파트l 일동제약 이적 

지에 유원아파트I 삼영모방 이적지에 동아아파트 등이 건축되었다. 또한 그 

주변의 공장부지들도 공업나지로 변해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l 일부 

도로변에는 자동차정비사업소/ 근린상업기능들이 입지하고 있다 (그림 4이. 

도봉동에는 7호선과 경원선의 환승역인 도봉산역과 경원선 도봉역이 있 

다. 1차 역세권의 반경 500m 내에서의 토지이용변화를 외부와 비교한 것이 

(그림 41)이다. 도봉동은 인근 상계 및 창동택지개발의 영향과 서울의 교외화 

진전으로 의정부와의 연계가 활발해지면서 개발수요가 높은 상태였고l 기존 

공장부지들 중에서 역에 가깝고 또 면적이 넓은 부지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상업기능으로 변하고 있다. 주상용과 상업용은 거의 100% 가까이/ 그리고 아 

파트는 85%가 역세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 (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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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적지 토지이용변화 1 차 역세권내 4 1 ) 도옹동 ( 그림 

토지이용변화 구설비 역세권내 ( 묘 44 ) 도볼동 

(딘위 m'. %) 

토지이용 도용동전체 역세권내 구성비 

곰업용 32395.0 19505.3 60.2 

공업나지 10592.0 2350 .4 22 .2 

주거용 2195 1.6 6017.0 27 .4 

O f파E 127373.0 107884.8 84 .7 

상업용 5027.0 4862.0 96 .7 

주상용 8334.0 8334.0 100.0 

공공용지 1693.0 ’693.0 100.0 

전체 207365.6 150646.5 72.6 

* 주거용은 아파트룰 제외한 구성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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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이적지의 토지특성 

(1) 부지면적 

사례지역 전체를 보면 아파트의 평균 부지면적이 7，725mz로 단연 규모가 

크며l 그 다음이 상업용과 업무용으로 전환된 부지이다. 반면 공업용으로 계 

속 남아있는 부지의 평균면적은 562m2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다 (표 

45). 이는 공장이적지가 발생하여 타용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l 대규모 부지 

의 경우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고 원금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로 우선적으로 변화되며l 토지이용규제가 허용된다면 고밀도 상 

업 및 업무용으로도 전환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일 지역 내에서 대규모 

공장이적지들을 중심으로 타용도로 전환됨으로써 점차 남아있는 공장부지는 

소규모 영세한 형태로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다. 

( 표 45 ) 사례지역 변화용도별 평균 부지면적 비교 

(단우 m’) 

앓3[d 문래 1 신또림 양평 창 
사려|지역 

도봉 
전체 

고= 어 』그 요 C그 267.0 432.7 1031.4 888.9 5399.2 561.5 

공업나지 1169.3 265.0 1103.7 490.3 3530.7 788 .7 

주거용 888.9 349.1 277.8 1038.2 1829.3 792.6 

O~ 파 E 4128 .7 6110.5 10554.2 13696.0 9797.9 7725.0 

상업용 2485.2 1568.5 1160.1 822.9 1256.8 1782.8 

。tj{ -E「그 도 ζ포그 3149.8 552.0 1491.3 748.5 1270.9 

-Zr- 사 C그 요 ζ::> 119.9 388.1 562.6 4167.0 514.3 

공공용지 2027.3 564.2 1260.9 666.0 423.3 1028.6 

저L...C 처| 795.5 878.1 1192.6 2155:5 4712.9 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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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지역별로 비교하면 전체 사례지역들에서 아파트로 변화된 공장이 

적지의 규모가 월등히 크게 나타난다. 그 다음 큰 부지는 영등포-구로지역의 

문래L 신도림， 양평동에서는 상업 및 업무용이고I 도봉지역의 창동은 주거용 

으로 전환된 부지I 도봉동은 공업용으로 계속 남아있는 부지로 나타났다. 특 

히 토지이용변화 구성비 분석에서 창동과 도봉동은 아파트와 주거용이 우세 

한 변화용도로 나타났었고I 이는 기존 공장부지가 대규모였으며 이러한 대규 

모 공장이적지들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모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구성비에 

서 아파트 구성비가 탁월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도로접근성 

도로에 의한 접근성에 따라 용도변화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각 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l 도로 폭원이 25m 이상인 대로에 접한 

경우를 1로 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부지를 12까지 등급을 나누고 각 변화 

용도별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28). 

사례지역 전체를 보면l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인 업무 및 상업용 

으로 전환된 부지가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l 그 다음이 아파트와 

주상용 부지로 나타났다 (표 46). 상대적으로 대로에서 떨어진 소로나 세로에 

접한 부지들이 타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공업용으로 남아있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각 사례지역별로 보면 각 지역별 도로 상황에 따라 평균값의 차 

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단l 도봉동의 경우 

는 지역 한 가운데를 지나는 도봉로를 중심으로 도로변에 공장이적지들이 분 

포하였기 때문에 변화된 용도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도로접근성에 

다른 용도변화의 차이는 역세권 내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 역세 

권 내에 있는 부지일수록 상업 및 업무l 아파트 그리고 일부 공업나지의 비 

율이 높았던 결과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역세권 내에 있는 부지일수록/ 그리 

고 접근성이 양호한 대로변에 위치할수록 토지이용변화가 많이 나타나며 상 

28) 여러 도로에 접한 경우는 가장 넓은 도로뜰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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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업무， 아파트 둥으로 전환되고I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공업나지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6 ) 사례지역 변화용도별 도로접근성 비교 

앓3!t 양평 호C그} 
사려|지역 

문래 1 신도림 도봉 
전 체 

공업용 8.0 7.8 5.7 7.6 6.3 7.4 

공업나지 6.3 8.5 7.1 6.7 6.7 7.6 

주거용 7.8 8.9 9.0 6.9 6.0 7.8 

아파 E 5.9 3.7 4.5 5.5 6.9 5.0 

상업용 3.7 2.3 3.6 5.5 6.3 3.8 

업무용 5.0 2.3 1.8 8.5 3.3 

주상용 6.8 6.2 6.6 6.0 6.5 

공공용지 7.0 

저'--' 처| 7.1 7.2 5.7 6.6 6.5 6.7 

주 :1(폭 25mOl 상 도로에 접 함) ~ 6(폭 8-12m 도로에 접 함) ~ 12(차량 통행불가능) 

(3) 유해시절 근접정도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가깝거나 멀어질수록 기존 공장부지의 변화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한 유해시설 근접정도는 철도와 지상전철의 경계 

에서 각 부지까지의 도면상 직선거리를 측정하였다. 유해시설에 인접한 경우 

를 1, 500m 이상 떨어진 경우를 9로 부여하여 변화용도별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사례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y 철도나 지상전철과 같은 유해시설에서 멀어 

질수록 업무 및 상업용/ 주상용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l 대체로 

공업 및 공업나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해시설에 가까운 부지들이었다. 그 

러나 본 사례지역에서 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부지들로 나타났 

다. 각 지역별로 보면y 문래1동의 경우는 유해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부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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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파트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철이 지나는 신도림， 창/ 도봉동에서 

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례지역들에서 과거 국철부근에 위 

치하여 외부와의 연계성을 중시하던 대형 공장부지들이 아파트로 전환됨으로 

써/ 근접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철도와 같은 유해시설은 공장이적 

지의 토지이용변화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업무나 상업기능의 입지에는 부정 

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만I 대규모 공장이적지가 아파트로 변화한 것에는 거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η. 

( 표 47 ) 사례지역 변화용도별 유해시설(철도) 근접정도 비교 

앓3!d 문래 1 신도릴 앙평 창 도봉 
사려l 지역 

전 체 

그o그 。tj4 도 c국〉 4.6 7.2 8.9 8.1 4.2 6.6 

공업나지 5.6 6.5 8.9 7.7 3.7 7.7 

주거용 4.6 7.0 9.0 5.7 3.3 6.3 

아파 E 8.9 5.4 7.4 4.6 1.5 5.8 

상업용 5.7 3.9 8.5 6.3 3.0 6.2 

。ti{ -Er그- 도 ζ:국〉 9.0 7.0 9.0 9.0 - 8.5 

주상용 7.4 9.0 8.1 5.0 8.0 

공공용지 

저'-' 처| 4.9 6.8 8.5 6.5 2.8 6.4 

주 1. 유해시설은 철도 및 지상전철임. 

2. 접근성 평가기준은 1 (인접) -9 (500mOI 상) 임. 

(4) 평균 개별공시지가 

사례지역에서 1994년 당시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2002년 변화된 각 용도별 개별공시자가를 비교한 것이 (표 48) 이다. 1994년 

당시 공업용 부지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m2당 119만원이었는데l 사례지역별 

로 보면 문래동이 14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창동과 도봉동이 상대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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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형성되어 있었다， 2002년 개별공시지가의 변화를 용도별로 보면y 사례지역 

전체적으로 상업 및 업무용으로 전환된 부지는 거의 160만원 가까이 상승하 

였고/ 아파트로 전용된 부지 역 시 124만원으로 높아졌다. 반면/ 상대 적 으로 

접근성이 낮고 소규모 필지의 형태로 남아있는 공업용 및 공업나지의 지가는 

오히려 1994년 평균보다도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 공업용 부지와 주·공 

혼재의 형태로 섞여있는 단독 중심의 주거용 부지(아파트 제외)가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29) ， 

( 표 48 ) 사례지역 변화용도별 1994년 대비 평균개별공시지가(2002) 비교 

(단우I : 천원/ m') 

〔jl변\화 \、jX \94 역) 양평 창 
사려|지역 

문래 1 신도립 도봉 
전체 

1437.5 1116.0 1250.5 814.4 777.4 1185.2 

공업용 1278.5 1066.1 1101.2 913.1 826.2 1148.2 

공업나지 1347.8 1022.0 1065.3 956.0 869.3 1035.7 

주거용 1149.0 983.6 954.2 81 1.3 950.0 922.3 

아파 E 1154.6 1340.7 1395.0 1163.2 1090.0 1239.3 

상업용 1678.1 1910.0 1517.3 1305.9 1110.0 1597.0 

업무용 1450.0 2150.0 1430.0 1090.0 1555.0 

주상용 1231.3 1185.0 1105.4 993.0 1169.3 

공공용지 504.9 47 1. 1 406.8 259.1 364.0 392.9 

29) 사례지역 중 문래 1동의 공업용 부지의 지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 

다. 1997년 서울시에서 공장재개발제도뜰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문래 1동의 경부선과 도림 

천변의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 및 설문조사플 한 결과， “높은 임대료 부담”이 가장 

불리한 점이었지만， “동종업종의 집적 “영업활동의 정착 “거래처와의 관계” 등으로 인 

해 이 지역에 계속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윤， 1997,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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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화용도별 토지특성 순위 비교 

1994년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부지의 2002년 변화용도별 토지특성을 부지 

의 평균면적I 접근성l 유해시설(지상전철 및 철도) 근접정도l 그리고 평균 개 

별공시지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순위별로 비교하면 (표 49)와 같다. 기 

존 공장부지의 평균면적이 크고l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일수록 상업 및 업무 

용과 아파트로 전환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부지의 평균규모는 

아파트로의 전환에 중요하게 작용하여서 대규모 공장이적지나 공장이적지의 

필지 합병이 용이한 부지일수록 아파트로의 전환이 많으며l 대로변에 있거나 

역세권 내에 포함되어서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는 업무 및 상업용도로 전환되 

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l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거나 대로 

에서 멀리 떨어지고 역세권 외부에 있는 부지들은 기존의 공업용도를 유지하 

거나 타용도로의 개발이 어려워 단독이나 다세대 형태의 주거용으로 사용되 

며 I 이 두 용도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 49 ) 변화용도별 토지특성 순위 비교 

2002년 토 지 특 성 (순우1) 
1994년 

용도변화 평균면적 도로칩근성 유해시설근접 평균공시지가 

공업용 6 5 4 5 

공업나지 5 6 3 6 

주거용 4 7 5 7 

공업용 아파든 3 7 3 

상업용 2 2 6 

。tj{ -I「그 도 E포5 3 2 

주상용 7 4 2 4 
'---

본 사례지역에서 각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y 철도나 지상전철구간을 기준 

으로 한 유해시설의 근접여부는 특히 업무용과 주상(住힘)용으로 전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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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거래시세나 담보평 

가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도변화에 따른 지 

가변동을 보면y 상업 및 업무용으로 전용된 부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상 

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였다. 따라서 토지 전용에 

따른 개발 이익도 공업용 부지의 토지이용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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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지역 공장이적지 토지이용변화의 종합적 고찰 

지금까지 탈공업화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지역 중 5개의 사례지역을 대상 

으로 1994년 당시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부지가 2002년에 어떠한 용도로 변화 

되었는지를 밝히고/ 그에 따른 토지특성을 분석하였다. 

초기 외곽부에 있던 서울의 공업지역은 도시화와 시가지 확장에 따라 이 

제는 시가지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인접해 있다. 대부분의 공장은 평탄한 지 

형과 용수 구득이 용이한 곳에 입지해 있어서/ 주변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가 

장 먼저 공장이전 및 타용도로의 전환 압력을 받아 왔다. 따라서 용도전환의 

외부적 여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용도의 결정은 각 부지의 토지특성과 관련되 

어 있다. 즉l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개별공시지가의 변동y 부 

지의 접근성(역세권 및 도로접근성)， 그리고 부지면적 등의 토지특성을 중심 

으로 토지용도의 전환을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42)와 같다. 

| 1했뭘변 | 

공업용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준공업 > 주거) 

개벌공시지가의 변동 

역세권 내에 포함 

도로접근성 양호 
(중，대로 이상) 

대규모부지 

• 

| 20없변 | 

1 공업나^I 

l 공업용 l 
( 그림 42 ) 사례지역 공업용 부지의 토지이용변화와 작용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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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아파트로의 전환에는 용도지역l 지가l 접근성l 부지 

면적 등 모든 요인 작용하였으며I 상업 및 업무용은 주로 접근성/ 지가y 부지 

면적이 큰 경우가 많았고/ 공업나지의 경우는 역세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 

우가 많았다. 

이러한 토지이용변화를 사례지역별로 정리한 것이 (표 50)이다. 사례지역 

들 간에 공업용으로 계속 사용되는 부지의 구성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평동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공업용 부지로 계속 사용되어 공업집적 

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반면l 창동과 도봉동의 경우는 15% 미 

만으로 줄어들어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상대적 

으로 창동l 도봉동/ 그리고 문래1동의 공장이적지 구성비는 거의 70~80%에 

달하고 있으며l 신도림동도 65%에 달하여 이들 지역은 분석기간 동안 탈공 

업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표 50 ) 사례지역별 토지이용 변화 구성비 비교 

(단우%) 

확꿇Lt 문래 1 야o 펴 ζ~ 신도림 창 도봉 전 체 

:〈다그 。ti4 용 24.9 51 .4 34.6 14.2 15.6 30.1 

공장이적지 75.1 48.6 65 .4 85.8 84.4 69.9 

공업나지 9.0 13.4 2.3 0.8 5.1 6.2 
-----------“--------‘-------- --------“--------------- ------------------------- .----------------------- .. ---------- .. --- .. ---------- ------------------------- -------‘-----------------
주 거 용* 1.9 1.3 1.9 10.7 10.6 4.5 

----------------------------- ••• ‘- .. ------------------- ---- .. -- .. ----------------- .. -------------------‘---- --------‘---------------- ·‘ .. ---------------------- -------------------------

아파 ε 24.6 18.0 53.6 64.8 61 .4 42.4 
--------------•-- .. ----------- -----------_ .. ’----- .. “·‘ •• ••• ‘-------------------‘ •• ------------------------- ....... -------------- .. ------ ----------------‘- .. --‘ •• ‘ ----------‘--------------

人C그} 。ti{ 도 C그궁 30.7 8.4 4.7 3.2 2.4 10.7 
----------------------------- ---------- .. -------------- -------_.---------------- _ •• _--_.--.-._-----‘----- ------------‘-----.------ ----------------------‘ •• ------------’------------
어t며 -口r 도 =포 0.7 1.9 0.3 0.3 0.7 

---------_.------------------ -------‘.-----.“‘------- ---------‘---------------- ------------------------- -------------------‘.---- -------‘----------------- ---------‘---------------
-흐r 사 〈그 요 = 1.3 0.4 1.7 4.0 1. 1 

---------------------------_. -----_._--“------------- --------_. __ .. ----------- ----------‘-------------- -----------------------.- ------------------------- --------“---------------

공공용지 8.2 4.3 2.2 4.3 0.9 4.3 

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장이적지 중 人〈그}。 tj4 도 ζ〉￡ 아파드 아파E 아파트 mm E 
아파든 

우세 변화용도 아파E 공업나지 주거용 주거용 상업용 

* 주거용은 아파트를 제외한 구성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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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토지이용변화를 주도한 우세용도(전체의 10% 이상)를 비교하 

면 전체적으로 아파트로의 변화가 우세한 가운데y 신도림동은 아파트/ 창동과 

도봉동은 아파트 및 기타 주거용y 문래1동과 양평동은 아파트와 함께 각각 

상업용과 공업나지로의 전환이 토지이용변화를 주도하였다. 특히 양평동은 

2002년 당시까지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공업나지의 

구성비가 13.4%에 달해 조만간 토지이용의 변화가 급속히 전개될 것으로 나 

타났다. 

사례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종합적으로 비교·고찰하고 문제점 및 향후 관 

리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I 공업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구성비(공 

업용 구성비)와 모든 사례지역에서 토지이용변화를 주도한 아파트로 전환된 

부지의 구성비(아파트 구성비)를 기준으로 사례지역 전체의 구성비와 비교하 

여 4개의 변화형태로 나누어 비교·고찰하면 (그림 43)과 같다. 

문래1동은 공업용 및 아파트 구성비 모두 전체 구성비보다 낮았으며l 상 

업용으로의 전환이 전체의 30.7%로 가장 높다. 따라서 문래1동은 공업이나 

아파트가 아닌 타용도(상업용)가 우세한 변화형태이다. 이 지역은 영등포구 

행정중심지(구청)와 영등포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l 영등포부심지 지구 

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해 있어서 상업기능의 입지가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문래 지하철역 부근의 대규모 방림방적 공장이적지에 대형 상업기능 

들이 입지함으로써 상업용 부지의 구성비가 높아졌으며I 이는 토지특성 분석 

에서도 문래1동 상업용 부지의 평균 면적이 2,500 - 3,000 m2로 다른 지역에 비 

해 월등히 크게 나타난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아파트와 공업용 구성비도 거 

의 25%에 달해서 주·상·공 혼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접근성이 양 

호한 공장부지들을 중심으로 용도전환이 이루어지면서l 경부선 철로변과 도 

림천 부근의 소규모 필지에 밀집해 있는 영세 기계·정공·철강업체들의 체계적 

인 정비와 기능 활성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부록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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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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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흥동 

•• 
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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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우셰 

〈생활권 관리〉 

10% 20% 30% 40% 50% 60% 

아파튿 구성비 

( 그림 43 ) 사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형태 비교 

양평동의 경우l 공업용 구성비는 51.4%로 1994년 공장부지 중 절반 이상 

이 계속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y 아파트 구성비는 18.0%로 전체 아파트 

구성비 4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체 사례지역 중에서 가장 낮다.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공업기능이 우세한 형태이다. 그러나 양평 지하철역세 

권을 중심으로 공업나지가 13.4%나 분포하고 있는데/ 이 부지들은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성숙되면 단기간 내에 상업·업무용y 혹은 부지 

규모가 클 경우에는 아파트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양화대교로 연결 

되는 선유로 주변과 영등포와 목동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영등포로 주변의 대 

형 공장이적지들이 아파트로 전환되었지만l 롯데제과 공장을 중심으로 한 양 

평2동 공장지역과 양평역을 중심으로 한 양평1동 공장지역에는 중·대형 공장 

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영등포지역의 공업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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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변의 영등포부심지와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개발압력으로부터 기존 

공업기능을 보호하고 특히 공업나지를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산업활동을 촉진해야 하는 문제와 안양천변에 상당히 노후되고 창고 및 주차 

등 생산지원 공간이 협소한 기계·선반업체 밀집지역의 공장재개발 방안이 시 

급히 모색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신도림동은 공업용 및 아파트 구성비 모두 전체 구성비보다 높다. 공업용 

으로 계속 사용되는 부지의 비율도 34.6% 이고/ 아파트로 전환된 부지의 비율 

이 53.6%로 전체 공장이적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신도림역 

과 구로역이 포함되어 있어 도심 및 영등포 부심지와 수도권 인근 지역을 연 

결하는 교통결절지이며l 역세권 내에 포함된 기존 공장부지의 비율이 84.5% 

로 전체 사례지역 중에서 가장 높다. 또한 경인로 주변과 역세권 내 대형공 

장이적지 대부분이 아파트로 전환되어 목동 신시가지와 마주보는 배후 주거 

지로 변모하고 있으며l 토지특성분석에서도 전체 사례지역 중 아파트 부지의 

도로접근성이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안양천 변에는 중·소규모의 

노후된 전기·기계·금속 제조업체들이 주·공혼재의 형태로 밀집해 있고 경인로 

와 역세권 주변으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조성되어 노후된 공장들과 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이중적인 형태로 변화되었다. 현재 신도림역과 구로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 경부선 철로변 

의 공장이적지에 환승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상업·업무 둥 복합용도의 개발 

을 모색하여 단순한 배후 주거지로의 변화를 억제하고/ 동시에 안양천 변의 

노후한 공장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 구로 및 온수산업단지와 연계 

된 생산지원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지역이다. 

창동과 도봉동은 기존 공업용 부지의 아파트로 전환이 가장 두드러져 아 

파트 우세의 변화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공업용 부지의 60%이상이 아 

파트로 전환되었고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부지의 비율은 15% 수준에 불과하 

여 전체 사례지역 중 가장 낮다. 또한 지역 전체의 공장·창고 혼재율도 1999 

년에 이미 5% 이하로 떨어져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인근 상 

계 및 월계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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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봉동의 경우는 대규모의 공업나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아파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지역은 새로운 공간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며y 생활권 중심의 쾌적한 주 

거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장이적지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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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의 핵심지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이 지속되었고I 그와 함께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되 

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전개되던 서울의 광역화와 서울과 주변 수도권 

지역 간의 기능적인 공간분업현상y 즉 서울은 업무 및 고차서비스 중심지/ 주 

변 수도권지역으로는 제조업의 분산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게 되 

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서울의 서비스중심 경제화와 탈공업화가 선 

별적으로 진행되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적지를 발생하게 하였 

다. 탈공업화에 따른 공장이적지는 서울의 산업구조와 공간구조 재편과정에 

필요한 토지자원을 확보하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발 

생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이적지는 서울의 구조재편에 부응하는 핵심적인 기 

능을 수용하거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y 시장논 

리에 의해 단기적인 개발이익이 창출되는 고밀도 아파트와 일부 상업기능으 

로 대체되면서 오히려 주·상·공 흔재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비효율성과 갈등/ 

기존 도시기반시설과의 불균형l 그리고 오랜 기간 구축되어 온 산업네트워크 

및 산업집적기반의 잠식 등과 같은 도시관리 상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되었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를 

탈공업화 현상의 심화과정과 탈공업화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공간적 

특성l 그리고 탈공업화의 미시적인 영향I 즉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으며I 이를 위하여 1) 서울의 제조업 쇠퇴와 탈공업 

지역의 공간적 분포특성， 2) 탈공업화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특성， 3) 

탈공업화로 발생하는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 변화패턴과 변화용도별 토지특 

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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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제조업 쇠퇴현상과 그에 따른 탈공업지역의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 서울의 제조업은 1980년대까지 계속 성장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1990 

년대 이후 사업체와 종사자l 그리고 공장용 건물연면적도 절대적인 감소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서울에서는 제조업부문에서 약 

50만명의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였고/ 약 195만m2(약 59만평)의 공장용 건물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탈공업화는 주로 중·대규모 공장들이 

주도함으로써 서울의 제조업은 점차 소규모·영세화되었으며 공장의 밀도도 

높아지게 되었다. 공간적으로 서울의 제조업은 도심과 주변지역에서 점차 분 

산되어 1960년대 말부터는 영등포를 비롯한 도시외곽지역으로 분산·집중되었 

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서울시 내에서는 영등포구와 성동구y 그리고 중랑천 

변의 도봉구 일대에 공업기능이 집적되어 현재의 도시계획 상 준공업지역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서울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절대적인 감소를 나타내 

기 시작했던 1990년대 초의 탈공업화는 공업기능이 집적해있던 강서-영등포

구로·금천구로 이어지는 안양천변의 준공업지역을 비롯하여 성동구 및 도봉 

구의 준공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1960년대에 도심과 주변지 

역에서 1차적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공장이적지가 1990년대에 와서 2차적으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공업 집적지역은 수도 

권정비계획 및 과거 공업배치법 등 제도적인 규제 및 이전·유도정책 I 그리고 

시가화지역의 확장과 주변지역의 개발로 부단히 토지전용의 압력을 받아오던 

지역이었다. 또한 공업지역은 교통연계가 양호하고 평탄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서 일정한 물리적인 토지특성 요소만 갖추었다면 상당한 개발이익이 단 

기간에 유발될 수 있는 곳이었다. 1990년대 전반에는 탈공업지역의 공간분포 

가 준공업 인접지역으로 확대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 

되면서 영등포-구로-금천구를 제외한 도봉구와 광진구에 있던 일부 준공업지 

역은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둘째， 1994~2002년 간 사례지역 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탈공업화 탁월지 

역의 토지이용변화에 있어서는， 1994년 당시 공업용 부지의 30%만이 공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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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속 이용되고 있었고r 나머지 70%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상업·업무 

용과 타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공업나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토지이용 변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 

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주상용I 

아파트 등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전환되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하여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어서 준공 

업지역 내에서도 타용도로의 전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상업·업무 및 아 

파트로의 전환에 는 지가 측면의 개발수익에 따른 비교우위와 접근성이 중요 

하게 작용하였으며/ 전체 공업나지의 %가 역세권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셋째/ 각 사례지역별 토지이용변화와 토지특성에 있어서는l 전체적으로 기 

존 공장부지의 면적이 크고I 역세권 내와 중·대로변 등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 

일수록 상업·업무용과 아파트로 전환되고l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거나 접 

근성이 떨어지는 부지들은 기존 공업기능을 유지하거나 단독 혹은 다세대 형 

태의 주거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 사례지역별 토지 

이용의 변화형태는 사례지역의 입지적 여건과 공장이적지의 물리적인 토지특 

성에 따라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영등포부심지와 근접한 문래1동은 상 

업기능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져 주·상·공 혼재의 형태를 보이며y 양평동은 공 

업기능이 우세한 가운데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들은 공업나지의 형태로 변화 

하였다. 대규모 택지개발지역과 인접한 신도림동과 창·도봉동은 아파트 중심 

으로 전환되면서 신도림동은 주·공 혼재의 형태로/ 그리고 공장이적지의 부지 

규모가 큰 창동과 도봉동은 아파트 및 주거용으로의 전환이 주도적이었다. 

결론적으로 탈공업화를 경험한 선진국에서 전개되었던 탈공업화 양상과 

공장이적지의 변화는 우리나라l 특히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화와는 분명 

히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의 탈공업화를 주도하는 기존 공업집적지역이 공간 

구조에서 지니는 위상은 변화하였다. 초기 준공업지역 지정당시에 도시 외곽 

부였던 공업지역은 이미 시가화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y 잠재적인 

개발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개발가능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대규모 공장부지 

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공간정책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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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공장이적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 형태는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해당 부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공장이적지의 발생과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접근은 전체 공간구조의 재편과정과 조화를 이루며/ 탈공업지역의 특성 

을 고려한 차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서울은 산업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제조업 쇠퇴에 따른 대규 

모의 공장이적지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 

변화와 관련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도시의 공간구조와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I 공공용지의 확보l 도시 산업집적 기반의 유지 등과 관련된 논제 

들이 제기될 수 있다. 공장이적지가 갖는 공간적 의미는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해 주변지역의 성격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 재편으로 연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장이적지에 대한 관리주체 

의 입장은 개별입지 위주로 접근함으로써 공장이적지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 

가 부족하였고 간접적인 규제 외에는 거의 방임적인 관점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의 광역화와 세계화에 따른 도시내부의 정비문제와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공장이적 

지는 이러한 공간구조 변화에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자원이 될 

수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 광범위하고 체계적 

인 공공의 개입 혹은 민관합동 방식을 통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l 본 연구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탈공업지역과 공 

장이적지의 토지이용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토지이용을 관리하거나 재개발 수단을 적용하는데는 일괄적인 

수단의 집행에 앞서y 미시적으로 공장이적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데 작용

하는 물리적인 토지특성과 공장이적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그리고 공장이 

적지의 토지전용에 따른 지역의 변화y 더 나아가 전체 공간구조의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공장이적지가 발생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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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이를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에 반영하기 위 

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례지역 중 양평동과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공업나지 

가 상당비율로 남아있는 지역은 단순한 아파트 혹은 주상복합 형태의 개발을 

벗어나서/ 산업기반을 지원하며 목동단지와 영등포 부심지를 연계할 수 있는 

상업·업무 및 기술지원 중심단지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봉 

구의 창동과 도봉동은 연면적 기준의 공장·창고 비율이 5%미만이고 부지면 

적을 기준으로 한 토지이용변화 분석에서도 15% 수준의 공업용 부지만 남아 

있다. 이 지역은 이미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업기반이 거의 상실되고 있으며 

아파트 등 주거기능이 우세한 지역이다.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의 북동부지역 

은 서울의 중심지 체계 상 상대적으로 중심기능이 미약한 상태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 

다. 즉I 부지규모가 큰 도봉동의 경우는 역세권 중심의 상업중심기능지로 개 

발을 유도하고l 창동의 경우는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들이 이미 개발된 아파 

트단지와 혼재해 있으며 대부분 노후화되고 일부는 무등록공장의 형태로 남 

아있으나 쌍문역세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확대 등 

체계적인 정비수단을 통하여 생활지원 목적의 상업 및 공업 지구중심으로 재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y 본 연구의 사례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정지역에 소규모 필 

지형태로 밀집하여 남아있는 공업용 부지는 일반 주거용 부지와 섞여 주·공 

혼재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지역에 입지 

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는 생산 및 판매 혹은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서울 외부로 이전하기 어려우며/ 입지 여건상 아파트나 다른 상업·업무용으로 

전환되기도 힘든 상황이다. 공공기관에서 수행된 공업지역 정비와 관련된 보 

고서에서 일관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서울의 공업기반을 유지하고 활성 

화시키는 문제와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공장이적지의 비계획적인 토지전 

용의 문제이다. 따라서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와 노후화된 주거지가 특정지역 

을 중심으로 혼재·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특히 공장재개발과 같은 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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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이용하여 주·공복합 건물의 건설을 통하여 주·공 조화의 방향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셋째y 본 사례지역의 토지이용변화 분석에서 공공용지로의 전환은 일부 

도로용지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 등으로 전환된 경우는 극히 미약하 

게 나타났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를 환수하여 해당 지역에 재 

투자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공원·녹지 등 친환경적 공 

공용지의 확보는 기존 공업지역으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판촉 

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구비한다는 측면과 주·공 혼재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 

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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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서울의 탈공업화와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l 공장이적지는 산업구조재편 및 그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재편과정 

에서 도시의 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해야 하는 서울의 경우I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토지자원인 동시에 공장이적지가 발생하는 주변지역의 성격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심 

층적이고 광범위한 분석과 이를 도시공간구조의 재편과정에 연결시키는 연구 

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탈공업화의 거 

시적인 공간적 특성과 배경/ 그리고 미시적인 공장이적지의 토지특성을 실증 

적인 분석으로 연결한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y 기존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연구는 부지면적 3,OOOm2 이상의 대규모 

이전적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주·공 혼재 및 토지이용상의 비효 

율성 혹은 난개발의 문제는 소규모 공장이적지와 관련되어 더욱 심각하게 나 

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규모의 공장이적지를 포함한 전체 공장이적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와 토지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을 보 

완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셋째y 본 연구에서 동단위 뿐만 아니라 개별 필지단위로 공장이적지에 대 

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공장 및 공장이적지(타용도 전환) 필지 

에 대한 지가 및 물리적 토지특성 자료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지적도를 기본도로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활 

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관리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 

을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으며 I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본 논문은 토지이용변화를 필지단위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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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전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내용을 추적할 수 

없었다. 또한 분석에 따라 2개 후은 3개의 시점만을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변화와 용도별 토지이용 변화의 전·후 관계 등 연속적 

인 변화과정을 분석하지 못했고/ 공장이적지의 발생과 다른 용도 전환 당시 

의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연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 

한 공장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공장부지의 개발과정에 대한 연구가 

결여되어 있어서l 이 과정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끝으로，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가 기존 공장의 산업네트워크와 주변 

지역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더 나아가 취업자의 주거이동 및 통근패턴 

의 변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l 공업기능 뿐만 아니라 

연구부문의 확대/ 즉 군사시설l 공공기관 등의 이적지에 대한 연구가 보완된 

다면y 우리나라의 공간정책 및 도시계획에 부응한 토지이용 및 이적지 관리 

방안과 적용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울 이외의 다른 대도시들 

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공장이적지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l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연관기관의 이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이적지의 활용방 

안을 모색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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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록 1 ) 상위 15개 탈공업지역의 지표별 증감자료， 1986 -- 2001 

1986 -1991 년 간 증감 (종사자수 감소 기준 순우1) 

(단우I : 개， 명 m’) 

... ιi:~ 행정동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가리봉2동 -162 -50.960 -1.171 ,472 -882.877 

2 독산 1 동 -414 -19.984 -671.016 -286 ,463 

3 양평 2동 -85 -10.523 -104 ,429 -76 ,491 

4 고C그{ 자 c> 도 〈그 3 -8.215 -55.813 36.141 

5 여C그 차 C그도 c:> -89 -5.856 -204 .745 -91.918 

6 창2동 -93 -5 .757 -165.506 -103 ,786 

7 구로 1 동 -169 -4.891 -130.697 -124.876 

8 구로3동 17 -4 ,679 -61.006 28.208 

9 화양동 12 -4.525 -167.956 -24.995 

10 가앙동 -63 -4.316 -307 .743 -158.989 

11 등촌 1 동 -13 -4.047 -91.227 -7 ,409 

12 방학 1 동 -15 -3.872 -233.233 -93.295 

13 성수2가3동 67 -2.986 -58 ,499 -1.940 

14 문래2동 13 -2.951 -114 ,408 -8.390 

15 신도림동 9 -2.854 -165.183 -46.522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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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6년 간 증감 (종사자수 감소 기준 순위) 

(단우I : 개， 명， m') 

z -“rT。ll 행정동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독산2동 -329 -14 ,206 -370 ,248 -349 , 145 

2 가산동 102 -12 ,312 -18 ,501 -98 ,044 

3 화앙동 -77 -6 ,188 -63 ,683 -98 ,873 

4 구로3동 13 -4 ,929 111 ,714 -42 ,600 

5 도봉 1 동 -87 -3 ,973 -171 ,263 -105 , 148 

6 목 1 동 -101 -3 ,783 -173 ,429 -84 ,294 

7 시흥2동 -81 -3 ,536 -400 ,798 -228 ,756 

8 앙평2동 -99 -3 ,418 -398 ,681 -66 ,194 

9 창 1 동 -21 -3 ,152 -212 ,566 -164.671 

10 등촌 1 동 -18 -2 ,635 -30 ,501 -35.005 

11 고〈그하 C그도 〈그 -54 -2.558 -314.011 -171.878 

12 양평 1 동 -96 -2 ,444 -47 ,425 -38.359 

13 신도림동 -15 -2.385 -258.175 -159.000 

14 문래2동 -63 -2.191 -26.177 -61.303 

15 수궁동 -27 -2.133 -82 ,173 -36 ,420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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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2001 년 간 증감 (종사자수 감소 기준 순우1) 

(단위 : 개， 명. m') 

순위 행정동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가산동 112 -8.855 -145.257 -409 ,255 

2 문래 1 동 -41 -3 , 164 -275 ,594 -105 ,671 

3 신도림동 -58 -2 ,820 -97 ,915 -25 , 109 

4 독산 1 동 78 -2 ,533 -97 ,375 -200 ,631 

5 과ζ〉자 〈그도 c> -12 -2 .467 -38 ,824 -17 ,922 

6 을지로345가 -205 -2 ,285 -25 ,631 -95 ,594 

7 시흥 1 동 25 -1 ,919 -268 .411 -115 ,607 

8 신대방2동 -45 -1 ,665 -9 , 111 -16 ,054 

9 논현2동 19 -1 ,661 1.758 7,876 

10 도봉2동 -2 -1 ,510 -85 ,097 -57 ,507 

11 여C그 차 C그도 c> -12 -1 ,324 -25 ,945 -51 .794 

12 앙평2동 -38 -1.277 -20 ,603 -15.321 

13 회현동 -18 -1 , 166 -10.295 -14 .799 

14 충정로동 -1 .139 1.949 -7 .403 

15 오류2동 -28 -1 ,073 -147 .489 -23.364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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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입 지 권 역 별 해 당 동 

잃^I~S학 구 명 행 정 동 명 

도심지역 종로， 중구 | 전체 동 

용산구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청파 1 동， 이태원2동， 

한남2동 

성동.동대문구 | 왕십리 1. 2동， 긍호 1.2.3가동， 옥수1.2동， 신설동 

도심인접지역 

성북구 | 성북1.2동， 삼선 1 동， 보문동， 정릉3동 

서대문.마포구 | 충정로동， 천연동， 홍저12.3 .4동， 홍은2동， 아현 1 동 

성동.광진구 | 성수 1 가1. 2동， 성수2가2 .4동， 광장동 

도봉구 | 방학 1 동， 창2.4.5동， 도옹2동 

준공업지역 강서구 염참동， 등촌 1 동， 가앙동 

구
 

천
 

그
 
a 로

 
구
 

구로 1.3.5동， 고척 1 동， 개봉 1 동， 오류1.2동， 수궁동， 

가산동， 독산 1 동， 시흥 1 동 

영등포구 
영등포 1.2.3동， 당산1.2동， 도림 2동， 문래1.2동， 

양평1.2동 

성동.광진구 
사근동， 응봉동， 금호4가동， 송정동， 노유1.2동， 

화양동， 구의1.2동 

도봉.강북구 | 쌍문2.3동， 방학2동， 참1. 3동， 도봉 1 동， 번 1 동 

준공업인칩지역 | 강서.양천구 
등촌2동， 발산1.2동， 방화 1 동， 목 1.2.3.6동， 

신정 2.3.6.7동 

구
 

천
 

그
 
{ ] 로

 
구
 

구로2 .4 .6동， 가리봉1.2동， 고척 2동， 캐봉2동， 

독산2.4.본동， 시흥3.5.본동 

영등포.관악구 | 도림 1 동， 신길 2.3동， 대림 2.3동， 신림 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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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전지표 감소 탈공업지역 분포， 1991 - 2001 

딩공업지역(전XIH 김소) 룬포 
{용시지수 깅쇼 JI 훈) 

• -14 ‘m 에서 -3 α)() (11 ) 
• -3.000 에서 - 1.000 (13) 

- 1 αm 에서 o (126) 

. t 

Iit공엉 XI먹(진XIH 감소) 룬포 
(건w연면적 강쇼 기준) 

• -349.00J 얘서 • 00 ,(0) (8) 
• -100.(0) 얘서 m α~ (15) 

"'OOJ 얘서 o (127) 

• 
시 

샤 
rJ; κ 

‘ 

~， 
• l ‘ 

、

l‘ 
t 

) 

( 종사자수 감소 기준 ) 

‘ 

L 1 

( 건물연면적 감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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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 탈공업 탁월지 역(상위 30)의 지표별 증감자료， 1991 ~2001 

(단우I : 개， 명， m2) 

종합순위 등C3H I C3f 도 C::> 口C:j>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독산2동 -328 -14.327 -372.656 -348.671 

2 양평2동 -137 -4.435 -419.284 -81 .515 

3 선도림동 -73 -5.205 -356 ,090 -184.109 

4 시릉2동 -81 -3.554 -401 ,322 -229 ,417 

5 문래 1 동 -17 -4.866 -278 ,310 -194.258 

6 도봉1 동 -83 -4.056 -170 .474 -102.840 

6 고C그하 C그도 C그 -62 -2.919 -354.012 -174.712 

8 화양동 -77 -6 ,273 -71.424 -101 .238 

8 창1 동 -27 -3.188 -213 ,785 -166.343 

8 -&1 ’ E C드〉 -91 -3.314 -173 ,782 -80.979 

11 구로5동 -29 -2 ,412 -147 ,888 -88.159 

12 도봉2동 -27 -2.736 -140.607 -56.879 

12 수궁동 -49 -2.764 -121.911 -42.162 

12 양평 1 동 -149 -3.203 -69.287 -51.742 

15 광장동 -8 -3 ,460 -42.013 -63.313 

15 영등포1 동 -16 -1.385 -178.914 -77.006 

17 개봉2동 -54 -1.610 -143 .750 -70.976 

18 가리봉1 동 -88 -1.999 -105.004 -85.056 

19 대림 3동 -57 -2 ,115 -65 ,472 -47 ,813 

20 문래 2동 -106 -2.331 -56.980 -69 ,425 

21 당산2동 -46 -1.789 -55 ,028 -36 ,804 

22 창4동 -14 -642 -220.559 -14.802 

23 구으11 동 -34 -1 .551 -23.995 -15.344 

24 월곡1 동 -3 -718 -33.680 -13 .426 

24 방화1 동 -29 -828 -30.061 -8.562 

26 二cZ:〉l 트 C르그 1 ’ E C듣그 -26 -686 -37.613 -4 .743 

27 노유1 동 33 -1 ,331 -16 ,531 -10.213 

28 당산1 동 -147 -1 ,284 -13.288 -10.564 

29 도림 2동 -40 -552 -35 ,520 -10.913 

29 내곡동 -38 -755 -17 ,238 -14 .404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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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 공장이척지의 토지이용변화 및 공장밀집지역 사례 

상성훌훌러스(대용흩인매집) 로데오거리(의류전문양인상기) 연신메가트리웅(주상복힐) 

사례지역\: 문래 1 동 

문래동2가 공정잃집지 경부선 용로변 운래용강단지 문래동3가 공장일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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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use Changes of Factory-moved sites in Seoul 

Yu, Hwan Zong 

Department of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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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 last four decades, Seoul has played a role as a core of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oncentration to Seoul metropolitan 

area has been continued. Since the 1970's, the decentralization of 

population and activities from Seoul to its fringe has been appeared. 

Especially the exodu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from Seoul have led to 

the serious decrease of manufacturing sector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eoul. The spatial division of labour in Seoul metropolitan area has been 

deepened with the decline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concurrent 

growth of advanced service activities in Seoul. These processes of 

deindustrialization had the spatial selectivity, which have brought about a 

mass of the plant closures and relocations at the old industrial areas in 

Seoul. 

The factory-moved sites can be used as the valuable land resources 

needed for the industrial and urban restructuring. But most of 

factory-moved sites have been converted to the high-density residential or 

commercial uses to create the short-term betterments, which have raised 

the urban managerial problems such as the confusion and confli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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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uses, the disproportion with urban infrastructures and the 

maintenance of manufacturing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urban restructuring 

of Seoul in terms of deindustrialization. For this purpose, 1 analyzed 1) 

the decline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deindustrialization, 2) the characteristics of deindustrialized areas, 3) the 

land-use changes and land characteristics of factory-moved sit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ecline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deindustrialized areas in Seoul Since the 1990's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Seoul has been experienced absolute decline. Thus, Seoul has 

suffered the decrease of nearly 500,000 manufacturing jobs and 1,950,OOOm2 

in terms of the total floor space of factories. And the manufacturing 

activities of Seoul have been decentralized from urban core to outer areas. 

By 1970, they had concentrated at Yeongdeungpo gu, Seongdong gu and 

Dobong gu. Since the 1990's, most of the deindustrialization of Seoul has 

been occured at Semi-Industrial Zones(in zoning system) such as Gangseo

Yeongdeungpo-Guro-Geumcheon gκ Seongdong gu and Dobong gu. That is, in 

the 1960's the deindustrialization by plant closures and relocations firstly 

began to undergo at the urban core and its adjacent areas. And in the 

1990' s, the deindustrialization has been appeared mainly at the old 

industrial areas(Semi-Industrial Zone) within Seoul. 

2. Between 1994 and 2002, the land-use changes in deindustrialized 

areas by case study The case study areas cover Mullael dong, Yangpyeong 

dong, Shindorim dong, and Chang-Dobong dong, which are a part of the old 

industrial areas(mainly, Semi-Industrial Zone) within Seou1. In these areas, 

the nearly 70% of the entire factory sites at 1994 were converted into the 

other land-uses such as high-rise apartment houses, commercial and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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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s, and industrial vacancies. These land-use changes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rezoning from Semi-Industrial Zone to Residential Zone, 

betterments and accessibility.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use changes in the case study areas 

The land-use changes by the case study areas tend to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area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factory-moved sites. The factory-moved sites of the Mullael dong adjacent 

to Yeongdeungpo sub-core were mainly converted into the commercial uses. 

As a result, the pattern of the land-use in Mullael dong shows the 

confusion of the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uses. In the case of 

Yangpyeong dong, the factory-moved sites around Yangpyeong subway 

station tend to be transformed to the industrial vacancies. And in the 

Shindorim dong and Chang-Dobong dong a예acent to the large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s, most of the factory-moved sites were changed to 

the residential land-use, especially high-rise apartment houses. 

In conclusi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deindustri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Seoul,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spatial status of the old industrial areas in Seoul has been 

changed. In the early 1970's, the old industrial areas were located at the 

outer areas within Seoul, but recently they are located in the built-up 

areas. In addition, the potential demands of redevelopment and the 

pressure of the land-use change on the large factory sites have been 

increased continually, which have worked as the main backgrounds of 

deindustrialization, together with spatial policies and land-use regulations. 

Also, the pattems of land-use change tend to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area and the land characteristics of 

factory-moved sites. 50, it is very important to apply the diversified 

management policies to each are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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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ndustrialized areas and the processes of urban restructuring. And the 

great emphasis should be laid on the public land development to 

recapture betterments and to secure open space systematically. These 

suggestions will be contributed to solve the urban managerial problems of 

the deindustrialized areas, and to improve the vitality of the areas by 

means of transforming the negative image associated with the old 

industrial area and promoting the place-marketing. 

Keywords deindustrialization , restructuring , factory-moved site, Semi

Industrial Zone, land-use change, lan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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