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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도심부는 한성부 시기부터 주거와 상업, 공업을 모두 서비스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1930년 용도지역제를 통해 공업지역을 도심
부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보고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시도하
였다. 하지만 도심부에 존재하는 공업용도의 기능을 공정단위로 분
화하여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용도규제에 맞는 형태로도심부
에 남았다. 현재에도 도심부에는 시장의 인접성, 노동력 집적산업인 
의류․봉제, 인쇄업 등의 소규모 공장들이 도심부에 다수 남아 생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도심부 관련 계획 및 정책, 용도지역제는 소규모 제조업
을 ‘도심형 산업’으로 수용하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활
용하고 있다. 현재의 용도지역제는 소규모 제조업의 입지규제를 없
애고, 소음․수질․대기오염에 관련한 환경적 관리 규제만 하고 있다. 
때문에 제조업 공장은 도심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구분없이 어디
에나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외곽으로 이전하려 했던, 소규
모 제조업을 ‘도심산업’으로 관리하고 지역계획 요소로 도입하여 활
용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본연구의 대상지인 창신
2동 주거지를 보면 도시 관련법상의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봉제
공장이 주거지역에 위치하면서 적치물, 소음 쓰레기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봉제업체들은 공장 용도가 아닌 건
물의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환경 면에서도 쾌적하지 못하며, 
근로자와 주민모두 쾌적하지 목한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70-80년대부터 밀집하기 시작한 창신2동의 봉제공장은 
지역의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인근지역 주
민들의 일터가 되어왔고, 음식점․봉제기계관련 수리 및 판매점․부자
재상 등 마을 상점들 역시 봉제공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경제활동
을 이어가고 있다. 봉제공장이 창신2동의 생산기능의 일부를 분담
하고 지역의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만큼 소규모 제조업인 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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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지역 내에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에 적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갖도록 봉제공장의 환경변
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업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내
의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앞서 산업과 도시 공간 
구조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지역산업의 
생산기능을 유지하고, 상권의 기능 또한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서울시 창신동 봉제공장 산업생태계의 공간적 특성(2015, 장미
진)’ 연구는 창신2동의 내에 분포하는 공장의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공장이 거래하는 하청업체와의 물리적 거리를 조사하여 공
장의 입지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협력 업체와의 거
리는 공정단계의 영향 보다, 공장의 규모에 좌우되며, 그간 유지되
던 업체와의 거래를 지속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결론 맺고 있다. 즉, 
봉제공장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관련 업종간의 협력을 위해 밀집하
지만, 지역 내부의 각 공장의 입지는 공장규모와  맞고, 공장을 운
영하기에 알맞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다. 또한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
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분포는 공장운영 여건에 적합함을 
최우선이 되어 자유롭게 위치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공장 분포 특성과 도시 형태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창신2동의 봉제
공장이 밀집할 수 있는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소규모 제조업 중 봉제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
장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창신2동의 전수조사를 통해 공장의 입지
분포를 층별로 분석하는 입체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군집양상의 이유
를 도시형태의 요인에서 찾기 위해 필지, 가로, 건축물단위로 분석하
였다. 자연발생적 주거지인 창신2동은 공간마다 다른 형태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에 따라 구역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으며, 건축물 단위에서는 입지 분포를 입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층별로 공장의 입지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의 환경
적 개선을 위해 공정특징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 미시적형태의 범위인 평면, 입면단위까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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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2동에는 337개의 건물에 봉제공장이 위치하며, 총 업체수는 
645개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구역에 따라 군집을 이루는 
도시형태적 요인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은 ‘가로’였으며, 그 이유는 가로의 폭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토바이의 통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
다. 4-5m가로에 공장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었고, 5m이상의 가로
에도 공장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4m미만에는 공장의 분포가 급격
히 줄어들며, 이러한 소폭가로는 자연발생형의 구릉지형주거지인 창
신2동에서 경사가 가파른 곳에 나타나며, 이러한 가로가 형성된 곳
의 건물의 규모는 90㎡미만의 과소 필지에 지어진 것으로 그 규모
가 협소하여 공장이 입지하기에 좁기 때문에 가로폭 4m미만에 필
지규모 90㎡미만의 규모를 갖는 지역에는 봉제공장이 입지하기에 
어렵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건축물의 유형’에 영향을 받으며, 층별 
용도조사를 통해 주거를 전용하는 건물보다 근생용도를 겸용하고 
있어 지하층과 1층에 전용할 수 있는 연면적이 넓은 건물에 공장이 
다수 입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조사를 통해 공정상 필요한 
‘스팀배관’의 외부노출과, ‘천뭉치, 원단’의 가로변 적재가 봉제공장 
군집지역의 입면요소가 되며, 공장 전면에 주․정차된 ‘화물용 오토
바이’역시 봉제공장 밀집지역의 가로경관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미시적 형태분석을 위해 ‘평면, 입면’으로 나타내었다. 

창신2동은 자연발생지역으로 다양한 가로폭과 필지규모를 보인
다. 4-5m가로가 블록내부까지 퍼져 있어 오토바이를 활용하여 경
사가 가파른 곳 까지 원단과 완성품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90
㎡미만의 과소필지가 가장 많아 소규모의 건물이 주를 이루는 환경 
또한 공정단위로 분화되어 소형화된 공장이 입지하기 알맞은 공간
을 제공한다. 즉, ‘동대문 원단시장’, ‘동대문 패션타운’ 이라는 광역
적 입지 특성 외에도, 이러한 창신2동 내에서의 물리적 형태 특성
이 봉제공장이 밀집이 지속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시의 고유한 물리적 형태특징과 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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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어온 산업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소규모 제조업 밀집지
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본래의 도시형태를 전면적인 ‘개조’를 지양
해야 한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형, 
건축물유형, 가로형태‘에 따라 나눈 7개의 구역에 따라 분석된 연구
내용은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창신2동의 물리적 환경개선
에 앞서 지역밀착형의 주거와 산업이 조화로운 공간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도심부소규모제조업, 창신동, 봉제공장, 군집양상, 입지특성, 도시형태
학번 : 2013-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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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분 사업체수 비율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898 38.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23 18.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78 10.7%
기타 제품 제조업 1,376 10.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96 7.0%
전기 장비 제조업 및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91 3.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17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4 2.1%
식료품 제조업 248 1.9%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제조업 178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2 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2 0.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6 0.7%
1차 금속 제조업 45 0.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5 0.4%
기타 53 0.4%

총합계 12,822 100.0%

표 1 도심부(종로구, 중구) 제조업 구분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 도심부에 높은 집중도 - 시장과의 인접성, 숙련된 인력서울
의 도심은 제조, 판매, 주거, 업무기능을 모두 서비스하는 공간으
로 과거부터 서울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과거 제조업의 경우 
도심부를 상업, 업무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한 정책적으로 인해 부
적격시설로 분류되어 외부로 이전이 행해지던 시기도 있었으나,1) 
각 종 이동수단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인접성과 인력수급
의 이점이 극대화 되어 외곽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도
심부에 집중도가 높다.

1)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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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심부 제조업의 변화 추이

서울시 제조업체는 2005년 사업체수 총 69,982개, 종사자수 
473,643명,2) 2011년 사업체수 총 55,579개, 종사자수는 274,115
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서울의 총사업체수가 2001
년에서 2005년까지 사업체수가 급증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경향3)을 나타낸다. 당시 1990년대 초·중반은 탈산업화 경향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기로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이 감소하
고, 건강, 교육, 복지 등 서비스 직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던 시기였다. 하지만 도심부에서의 나타난 제조업 특화경향은 탈
산업화 사회의 특징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조업 특화 
경향4)은 대도시인 서울 도심부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소형화 - 1-2인 규모업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현재 도심부에 존재는 제조업이 소규모인 이유는 과거 공장을 

‘부적격’시설로 보고 ‘공업지역이 아니면 존치 할 수 없는 건축물’
과 ‘준공업지역이 아니면 존치할 수 없는 건축물’로 분류하며 규모
에 제한을 둔 것에서 시작되었다..5) 이러한 용도지역제한에도 불
구하고 경성지역내 공장의 수는 증가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 주의적 해석을 
연구한 심한별 논문(2013)에서는 ‘건축용도상 규제를 받는 공장

2) 김태선, 서울시 소규모제조업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2007. 8, p.19
3)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2013,8, p.96
4)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2013,8, p.100, 

그림 35, 101p, 그림 41,42
5)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2013.8,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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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을 원동기 출력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1934년 보다 1962
년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도심부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공장이 
더욱 소형화되었고 용도지역제의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공장은 더욱 소형화 되었다.’ 고 분석하고 있다.  

구분 기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원동기 
출력

주거지역 3마력 미만
상업지역 3 – 15 마력
공업지역 50마력 이상

미지정지역 15 – 50마력
1962년 

용도지역제·건축법에 
의한 공장건축의 제한

원동기
 출력

기존의 3마력을 0.25마력으로 대폭 강화

표 2 용도지역제의 공장용도 제한 기준, 조선시가지계획령, 1962 서울도시계획백서

6)

표3은 제조업의 종사자수 규모 현황으로, 도심부와 도심부 외 
지역으로 나누어 종사자수 규모를 비교한 수치이다. 도심부 내에
서 1-2인 규모의 제조업체 수가 도심부 외 자치구에 비해 약 
12%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도 약 10% 높은 수치이며, 이러한 결과는 과거 도
심부 용도지역규제에 따라 공장 최대 규모에 제한 미만으로 규모
를 축소하며 도심부에 남았기 때문이다.  

구
분

도심부 (종로구, 중구)
도심부 외 

(종로, 중구 외 자치구)
서울시전체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1인 4,881 38.1% 11,228 26.2% 16,109 28.9%

2인 3,646 28.4% 10,699 24.9% 14,345 25.7%

3인 1,728 13.5% 4,818 11.2% 6,546 11.7%

4인 1,057 8.2% 4,294 10.0% 5,351 9.6%

5인 344 2.7% 2,063 4.8% 2,407 4.3%

6인 289 2.3% 2,014 4.7% 2,303 4.1%

7인 212 1.7% 1,409 3.3% 1,621 2.9%

8인 132 1.0% 1,057 2.5% 1,189 2.1%

9인 123 1.0% 951 2.2% 1,074 1.9%

10인 97 0.8% 694 1.6% 791 1.4%

총합 12,822 100.0% 42,923 100.0% 55,745 100.0%

표 3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통계청, 2011

 

6) 1962, 서울도시계획백서, 심한별(2013),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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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제한 없이 어디에나 입지가능

현재 도심부의 소규모 제조업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등에 혼
재되어 분포하고 있다. 도심의 용도지역 분포는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
어 있으며,  각 용도지역 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세부용
도 및 규모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제조업은 일
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모두 운영가능하며,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
리법」, 「소음․진동 관리법」등 환경관련 법률에 의해서 배출시설
의 설치허가 신고의 대상 여부’ 에 대한 기준에만 적용을 받는다.  

과거와 같이 원동기 출력의 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공장규모에 
대한 기준제한은 없으며, 대기와 수질의 환경과 폐기물, 소음·진동
에 관련한 법에 의해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만을 설치 제
한조건으로 두고 있다. 

구분
주택

(4-5층 이하)
근생시설
(4층 이하)

제조업 관련

가
능 
건
축
물

일반
주거
지역

1종 단독·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종, 2종근생시설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장 중 인쇄업, 
기록 매체 복제업, 

봉제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종
단독, 공동주택

제1종, 2종근생시설, 판매시설(2천㎡미만) 등

3종
단독, 공동주택

제1종, 2종근생시설, 판매시설(2천㎡미만) 등

불
가 
건
축
물

준주거
지역

제2종근생시설 중 단란주점

상업
지역

일반
단독, 공동주택(주거 외 용도복합 된 건축물 중 

연면적90㎡제외), 제2종근생시설 중 단란주점

중심
단독, 공동주택(주거 외 용도복합 된 건축물 중 

연면적90㎡제외)

표 4 용도지역에 따른 제조업용도 건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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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의 제조업은 과거 용도지역제에 의해 제한을 받던 시기
나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한 현재에도 생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
며, 이는 용도지역제와 같이 높은 위계의 제도에 의한 관리가 되
지 않음을 시사한다.   

현재 용도지역제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은 주거, 상업시설에 규모
의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규모에 맞는 공간
을 임대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소규모 제조업은 지역 어디에나 위
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 활동을 위한 지역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조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에도 위치
하며, 또한 이러한 제조업들은 주거․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혼재하
기 때문에 주민생활측면에서도 쾌적하지 않은 환경을 야기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봉제공장 최대 밀집지역인 창신동 주거
지를 대상으로 산업과 주거환경을 동시에 수용해 온 도시 조직의 
분석을 통해 봉제산업이 밀집에 적합한 입지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주거공간을 사용하는 봉제공장의 공간 
활용 분석을 위해 건축스케일의 미시적 형태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건축 외부의 공간으로 확장하여 봉제업과 도시공간의 관계를 파악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거와 산업이 혼재한 지역계획에 있어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계획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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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1.2.1. 소규모 제조업 도심부 관리계획

그림 2 도심부 계획에서 산업용도 관리에 대한 정책 변화

과거7)와 다르게 근래의 도심부 관리계획에 나타난 소규모 제
조업 정책은 해당 산업을 영세하고 열악한 시설8)로만 보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로써 보존하고 지역 경제활동 창출 요소로써 
관광자원화 혹은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014 서울시 
도심부관리계획 등). 해당지역의 외부인의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9)도심부관리계획에서 도심산업을 
다루는 방식은 산업특화전략이나 관광화 전략에 치중되어 있어서 
감소추세에 있는 제조업분야의 생산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심한별,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논문, 2013) 중 2000년대 이전의 도심부내 제조업관련 정책의 흐름, p.63~70 : 한
성부 때부터 (1910년대) 용도지역제가 제조업장의 동력출력과 작업장 면적 기준을 통해 입
지에 제한을 두었다. 이후 제한 기준의 강화로 소규모 제조업 사업체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작업장을 분할하거나 상업용 건물과 주택을 작업장으로 사용하며 소규모 
밀집을 이루어내었다. 1978년부터 도심부 내의 제조업체를 “부적격”시설로 보고 교외로 이전
하려는 정부의 정책사업이 반복하였으나 ‘이전사업의 효과는 전무했으며, 특정 기능만을 선
별하여 재배치하려는 직접적인 정책 개입은 목적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이후 1998
년~2000년 사이에 재개발사업 정체가 빚는 물리적 환경 노후 심화의 문제와 소규모 “자율 
갱신” 효과의 대비가 정책 주체에 의해 인식되면서, 이후 도심부의 관리정책은 자율적인 변
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8) 도심부 전통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2012
9) 2030 서울플랜, 2014



- 7 -

년도 계획명 소규모 제조업 및 산업 관련 내용

2007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산업
디자인, 패션, 관광, 금융, 보험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 

서울의 재도약과 발전을 견인

복합
문화축

패션디자인 자원시설 및 문화이벤트 공간조성을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

2010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혼합상
업지역

⦁섬유, 의류, 신발 등 도매업소, 시장, 기타 다양한 종류의 
상업기능이 복합된 을지로 및 동대문 시장일대의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를 
폭넓게 허용(단, 주거용도는 주용도에서 제외함)

⦁수복형 정비수법의 개념 등장 : 서울 사대문안 도심부 역사문화
자원 외에 피맛길 등 옛 도시조직이 남아있는 지역, 도심산업

과 장소적 특성을 지닌 다양한 지역들이 산재함. 따라서 소규모 
정비를 통한 수복형 정비수법의 적용이 필요

2012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산업
⦁도심소규모 장려산업에 대한 산업연계구조 분석 및 산업 

활성화 전략 검토
⦁도심소규모 이전산업의 실태 및 신규산업 도입전략 검토

주거 ⦁도심부내 주거 정착 및 도심마을 육성

2012
도심부 전통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전통상
권

⦁도심의 관광자원으로 인식, 인접한 관광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방문객 유입 및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

산업
⦁귀금속, 인쇄, 의류등 특화산업군이 인접

⦁특화산업을 중신으로 산업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공간적인 집적을 통한 활성화

2014 2030 서울플랜

산업

 ⦁패션·디자인, 인쇄, 귀금속 등 도심형 특화산업에 대한 
특화육성방안을 마련

⦁근대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
⦁도심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 요구
주거 ⦁주거·상업 또는 주거·산업기능 혼재지 등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표 5 소규모 제조업 관련 도심부계획 내용

소규모 제조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유지시키려는 계획에서는 
해당 산업의 고급화, 일자리 창출, 산업의 지속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산업이 속한 지역의 
경제 활성측면으로 부합하지만, 소규모 제조업의 입지가 모든 용
도지역 내에서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필요한 물리적 환
경의 정비와 관리에서는 부족함이 있다. 소규모 제조업의 지속과 
주거․상업 환경의 향상을 위해 두 요소가 혼재가 아닌 공존을 이
루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세밀한 지역단위의 계획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용도가 한 지역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주
거 또는 상업 공간을 이용하는 제조업의 지역 내에서 공간을 이용
하는 특징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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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도심부 소규모 제조업 관련 선행연구

제목 저자
(년도) 중심내용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심한별
(2013)

서울 도심부에서 소규모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활동이 
지속되어 온 과정과 도심부의 공간 및 생산활동을 

기획해왔던 정부 정책의 역할, 도심부의 도시형태변화를 
고려하여 설명

서울시 우리 동네 
특화업종 생태계 연구

서울연
구원

(2012)

동네 특화업종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노동인력부족, 저임금, 주요종사자 고령)

서울시내 비싼 임대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찾아 
입지하게 되 슬럼화 되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주거관련 정비사업지정이 되면 동종업종 밀집을 와해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요구

서울 도심 인쇄산업지역 
가로변 건축물의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최동혁
(2008)

인쇄산업의 분포 특성을 블록내부 도로와 주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용도의 관점에서 분석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 (경사, 계단, 데크, 직접연결 
등으로 구분), 기타 가로환경 건축계획요소 캐노피, 적재함, 

데크 등),
인쇄업의 공정 조사

서울시 도심형 소규모 
제조업의 집단화 전략에 

관한 연구

김원수
(2000)

소규모 도심형 제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을 연구 (물리적, 공간적, 
입지적측면에서 접근, 업활동의 기능적 측면에서 활성화 

대책강구)

서울 도심부 제조업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강우원
(1995)

소규모 제조업이 주변 지역에 있는 연계산업체들이 
있음으로써 얻는 긍정적 효과를 통해 도심부의 높은 

지가에도 해당 입지를 고수하고 있음을 산업의 
도심입지이론의 개념을 들어 설명

표 6 도심부 소규모 제조업 관련 선행연구

봉제산업이 해당하는 ‘도심부 소규모 제조업’의 입지특성의 파
악을 위해 진행한 선행연구이다. 각 연구는 ‘제도(심한별, 2013), 
사회적 환경(서울연구원, 2012), 미시적 형태(최동혁, 2008), 물
리적 공간(김원수, 2000), 광역적 입지(강우원, 1995)’의 측면에
서 소규모 제조업의 입지특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최동혁(2008), 
‘서울 도심 인쇄산업지역 가로변 건축물의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는 본 연구의 미시적 형태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세부 항목에 대한 
고려에 참고가 되었으며, 공정의 특성을 반영한 물리적 형태 변화
를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서울연구원(2012), 
‘서울시 우리 동네 특화업종 생태계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소규모 제조업이 물리적 형태 이외의 사회적, 경
제적 요인에 의한 입지특성을 반영하며, 물리적 관리 측면과 더불
어 사회적요인의 고려도 함께 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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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창신동 관련 선행연구

창신동 관련한 선행연구는 창신동 봉제산업 밀집지역을 동대문 
패션시장의 배후생산지로써 ‘장소성, 공간설계안, 계획안 설계’의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창신동 주거지의 정책변화에 따
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 동대문패션의 배후생산지역 - 산업
유산 특화 및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지역’ 으로 해석하는 흐름
을 보이며, 이는 창신동의 정책변화가 도심부관련 산업 계획흐름
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목 분류
저자
(년도)

중심내용

서울  창신동 봉제 산업지역의 
작업환경개선에 관한연구 

현황
이윤덕
(2012)

창신동 봉제산업지역에 대해, 심층적 지역 
여건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공간적, 사회적 특성을 파악

산업유산 특화 및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계획 

: 동대문 의류산업 밀집지역의 
창신동을 바탕으로

계획
박용수
(2012)

지역 내 패션스쿨의 계획안을 설계

창신동 봉제골목의 장소성 
재해석 

: 동대문의류산업 배후생산지로서 
봉제골목 활성화계획

설계
송창수
(2011)

창신동 골목의 공간적 맥락유지에 초점을 
두고 공공공간, 스튜디오, open space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계획을 
제안

도심산업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창신동 봉제공장형 

경사지주거계획
설계

이은희
(2011)

경사지형을 살린 주-공 복합 단지를 계획

창신동 동대문 의류산업 
배후생산지의 장소적 특성 

연구 

장소
성 

노수미
(2007)

창신동 의류산업 배후생산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봉제산업 밀집지역이 가진 긍정적 
잠재력과 지역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점진적 도시재생 정책의 필요성 강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커뮤니티 
재생 효과에 관한 연구
: 종로구 창신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장소
성 

김희성
(200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커뮤니티 재생효과에 
대해 연구, 계획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공공기반시설의 공급,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제안

서울시 창신동 봉제공장 
산업생태계의 공간적 특성

: 종로구 창신1,2,3동을 중심으로

공간
특
성

장미진, 
양승
우

(2015)

봉제공장의 생산 공정별 입지 분포와, 
공정간의 연걸특성을 밝히기 위해 

업체들의 관련협력업체간의 거리를 통해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파악

표 7 창신동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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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동 봉제 산업지역의 작업환경개선에 관한연구(이윤
덕, 2012)’ 에서는 창신동의 봉제작업환경의 분석을 위해 ‘지리적 
특성, 사회적 현황, 인구구성의 특징 등 인문환경’을 조사하여 공
간적으로 주거지에 자리한 봉제공장의 산업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고, ‘도심산업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창신동 봉제공장형 
경사지주거계획(이은희, 2011)’ 에서성곽주변의 마을이 갖는 자연
적 지형을 창신동의 지역적 특성으로 살려 경사지형을 활용한 설
계논문으로 그 용도를 ‘주거-공장’이 결합한 복합단지로 설정하였
다. 이은희(2011)의 연구는 창신동을 ‘주거’ 또는 ‘공장’ 용도 어
느 한쪽으로 치우쳐 접근하지 않고, 두 용도의 공존을 위한 동등
한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가장 최근 연구인 ‘서울시 창신동 봉제공장 산업생태계의 공간
적 특성(2015, 장미진, 양승우)’은 창신동 지역 내 공간특성과 공
장의 산업 네트워크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론
에 따르면 공장의 규모에 따라 유형화를 하고, 그에 따른 협력사
와의 위치와 거리를 파악하고 창신동내의 공정과 공간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공장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업체수와, 더 먼 거리에 있는 공장과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봉제공장의 협업 네트워크는 종합공장의 근처에 주로 밀
집하여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창신1,2,3동에 모두 넓게 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신동의 봉제공장들은 소규모이며 
주로 기존에 알던 업체와의 인맥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으
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창신동내의 봉제공장의 분포상의 밀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공정상의 이유로 인접공장과의 연계성에 영
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각 공장의 규모와 생산력에 따라 공간
의 크기, 위치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봉제공장의 분포는 공정에 의해 연결된 네트워크가 반영된 군집이 
아니라, 도시의 형태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해석된
다. 따라서 창신동 내부의 도시의 형태를 이루는 가로, 블록의 형
태 특성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봉제공장의 입지특성이 연구의 가
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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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 창신동은 동대문의 배후생산지로써 가치가 높
이 평가되고 있으며 봉제공장의 밀집도 또한 기타 도심부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에 비해 집적도가 높게 나타나 창신동을 주
거지역으로 보기보다 산업특화지역으로 해석의 비중이 높지만 각 
연구 모두 ‘주거 공간에 자리한 산업지역’ 이라는 기저에서 연구의 
배경이 출발한다. 따라서 주거지역인 창신동에 봉제공장이 밀집되
어 있는 입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형 연구, 주거
환경에 대한 연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설계연구’ 등이 창신동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창신동 내부공간을 대상으로 봉
제공장의 입지특성을 해석한 연구는 진행된바 없다. 현재 재생사
업이나 저층주거지의 도시설계, 정책 관련 추세로 볼 때 지역단위
의 환경정비와 올바른 변화 방향의 모색을 위해서 지역 내의 봉제
공장의 밀집현상과 도시형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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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방법 목적

연구대상 창신동 주거지 내 봉제공장 -

공간적 범위 창신2동
도심부 봉제공장이 밀집한 창신동 

중 군집이 가장 두드러지는 
창신2동을 대상

이용자료
문헌자료, 위성사진, GIS자료, 

봉제산업체 연감

거 창신동 도시구조에 대한 이해와 
GIS 분석, 봉제산업체 연감을 
통한 봉제공장 현황조사의 

기초분석

분석내용

입지특성

봉제공장의 위치, 
공정, 경사,  

필지규모, 가로폭, 
건축년도, 용도

군집률 
(건물전체연면적/공장연면적 비율)

미시적형
태연구

평면,입면,,용도단면 공정특징을 반영한 공간사용 특징

분석의
 최소단위

건축물
건축 공간 내 봉제공장의 공간구성 

특성에 대한 연구

표 8 연구의 방법 및 자료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심부에서 주거와 소규모 제조업이 혼합된 지역에
서 산업의 지속과 주거환경의 공존을 위한 지역계획의 방향에 대
한 고찰에서 시작되었다. 소규모 제조업이 위치한 지역은 주거환
경과 상업환경, 산업환경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데, 영세한 사업
체들이 많은 특징과 임대료부담으로 도심부 외곽지역이나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밀집해 있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관리규제
가 없는 공장의 밀집은 지저분한 가로환경, 관리되지 않은 건축물 
입면,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거주민, 공장종사자 서로
에게 불쾌한 환경이다.

도심부에 위치한 세운주변 블록에는 인쇄업, 철물 가공소등 소
규모 제조업들이 밀집한 지역은 현재 상권과 산업의 쇠퇴로 빈 점
포나 주택이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점차 슬럼화 지역이 되었다. 
세운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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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가로 조직을 경계로 블록단위의 점진적 재개발을 통해 도시조
직의 역사성과 장소성 지키고, 재건축된 건물의 저층부에 기존 산
업용도의 입주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기
존 소규모 제조업의 지속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가로 조직을 제외한 필지조직과 블록, 가로환경, 건축물 등 물
리적 요소를 변화시키고 기존산업의 재정착을 위해 인센티브 조항
을 포함하였지만, 변화된 환경에서 소규모 제조업이 얼마만큼 재
정착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세운 주변지역의 기존 가로, 
필지, 블록, 건축물의 어떤 특징이 다수의 제조업체들을 밀집하게 
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반영된 물리적 환경정비가 필요해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봉제공장 최대 밀집지역인 창신2동을 대상으
로 봉제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도시형태 특성 도출을 목적으
로 한다. 대상지는 자연발생주거지역으로 산업용도가 혼재된 상태
로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고 있으며, 봉제공장 역시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 활동이 지속되기 적합한 물리적 형태특성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위해 보존이 가능한 물리적 형태 특
성을 찾는 것에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도심부 소규모 제조
업이 혼재된 지역의 계획에 있어서도 활용 가능한 자료가 될 것이
다.

• 창신2동 봉제공장의 군집양상 해석
창신2동 건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층별로 공장의 분포를 입체적 

으로 조사하고, 블록과 가로형태,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대상지 내
부에서 구역을 설정하여 각 구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봉제공장의 
군집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신동 봉제공장의 구
역별 군집요인을 도출한다.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구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밀집요인해석은 세심한 지역계
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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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공장의 미시적 형태연구의 목적
도심형 산업은 소규모화 되어 공장용도가 아닌 주거, 상업 용

도의 건물의 공간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보편적 특징이 있다. 따라
서 필요에 따라 내부공간과 입면요소 등의 변형을 통해 산업에 적
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간을 이용한다. 변화된 미시적 형태요소
가 연속되어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해당 환경에 대한 관리나 규제
를 위해서도 봉제공장 밀집지역의 이미지를 유지하며 환경적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에 필요한 연구이다. 

군집구역별로 봉제공장이 위치해 있는 주거유형을 도출하고, 
건축물의 규모와 유형별로 봉제공장의 내부 공간 이용 현황의 분
석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이 도심부 주거지에서 주거유형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생산 활동을 이어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림 3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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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2.2.1. 연구의 방법

도시형태분석요소

도시형태 분석 봉제공장 

일반
현황

macro 
scale

micro 
scale

군집
특성

관련사업 및 관련계획 ○
경사 ○ ○ ○

토지이용 ○ ○
가로 ○ ○

필지
면적 ○ ○
형태 ○

건축물
층수 ○
용도 ○

건축년도 ○

봉제
공장

분포 ○
공장층수 ○ ○ ○
층별 용도

(공장포함건물)
○ ○

공정 ○ ○ ○
내부평면 ○
입면요소 ○

macro scale

- 필지(개별소유권)를 포함한 도시조직을 이루는 물리적형태요소
- micro scale에 속하는 요소가 모여 이루는 집합적 형태
-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형태요소 (토지이용, 가로, 블록, 필지 

등)

micro scale
- 개별소유권 단위 내 건축공간 요소
- 봉제공장이 위치한 필지(개별소유권단위)내에 건축물 구성요소 

(건축유형, 층별용도, 평면, 입면 등)

공정 패턴사, 마무리집(시아게집), 봉제공장, 종합공장 

표 9 조사체계 및 항목

연구의 자료는 크게 창신2동의 일반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와 봉제
공장의 현황에 파악을 목적으로 수집되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문헌자료와 GIS정보, 항공사진, 지적자료, 창신2동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조사자료 구분된다. 문헌자료는 창신동 관련 단행본과 용어의 정
리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연구논문이 포함된다. 문헌자료를 통해 
기존의 창신동 연구에서는 어떤 부분이 선행되었는지, 창신동 주거지
역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추가적으로 서울시위성지
도 서비스를 통해 구득한 과거 항공사진 자료를 통해 창신동 도시구
조와 주거형태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집양상을 해석을 위한 구
역 설정의 기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GIS지도를 통해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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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의 기본적인 베이스 맵을 작성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한 봉제공장의 층별 분포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적

인 창신동 봉제공장이 분포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했으며 봉제공장이 위
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 정리를 통해 미시적 형태연구에 필요한 층별 용
도, 면적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여기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봉제공장의 
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류봉제업체 연감을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2.2.2. 연구의 흐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공간 형태 연구 

문헌고찰
도심부 소규모 제조업 창신동

일반현황 분석
창신동 도시형태 창신동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한 현장답사 
및 봉제공장 주 인터뷰

창신동 봉제공장 군집양상 및 특성분석
macro scale (입지특성) micro scale (미시적 형태)

자연환경, 블록, 가로, 필지
건축유형, 공장분류, 
내부공간구성, 변형요소

창신동 봉제공장 군집 양상 및
미시적 형태 연구 

도심부 주공혼합 지역의 도시공간구조 이해

그림 4 연구의 흐름

창신동 주거지내 혼재한 봉제공장의 변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문
헌고찰, 현황관찰을 통해 지역적 내부 스케일에서 봉제공장의 분포를 
알아보고, 건축물 단위의 미시적 스케일의 분석을 통해 봉제공장이 도
시공간과 주거․상업 등 기타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공간 실태를 분석했
다. 연구는 창신2동 스케일과 건축물 스케일의 미시적 형태연구로 구분
하여 진행했으며, 조사관찰 후 도면화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봉제공장 군집양상을 주거공간이라는 틀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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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공장과 주거 공간 양쪽 모두에 무게를 두고 조사와 분석을 진
행하였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형태를 분석하는 분석의 틀과 여기
에 봉제공장이 갖는 특수한 공정과 주거공간사용양태를 분석하는 
분석의 틀을 만들어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형태와 봉제공
장의 군집양상으로 빚어진 결과와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3. 연구의 범위

2.3.1. 서울시 봉제업체 현황

그림 5 서울시 봉제공장 분포 

10)

10) 기본데이터 출처 :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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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별 사업체수-종사자수 현황

서울시의 봉제업체는 자치구 기준으로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중
구, 동대문구’ 순으로 많으며 행정동은 ‘창신2동 장안1동, 신당1동’ 
순으로 공장이 많이 밀집해 있다. 종사자수는 장안제1동이 창신2동보
다 약 500명 정도 많지만, 사업체수는 638개로 창신2동에 더 많다.

그림 7 동별 사업체수-종사자수 현황

 

행정동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행정동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창신2동 638 1,885 송천동 218 685 

장안1동 370 2,365 왕십리도선동 214 1,252 

신당1동 303 998 종로5,6가동 210 780 

청파동 265 797 창신1동 208 622 

용신동 260 1,092 면목본동 198 1,290 
( 상위 20개 )

총계 10,676 56,596 

표 10  서울시 봉제공장 분포 [기본데이터 출처 :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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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로는 이화동이 한 업체에 평균적으
로 2.9명이 근로하고, 창신2동은 3.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창신2동이 사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
으며 업체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8 동별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그림10과 그림 11을 행정동 별 봉제업체의 감소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10의 경우 창신2동이 송중동 다음으로 감소비율이 가
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업체 실체치를 표현한 그림 11을 
근거로 송중동 내에는 업체수가 78개이고 감소수가 2로 송중동 
내 전체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다. 창신2동의 경우 총 업체 수 638개 감소업체 수 22개의 현황
을 보인다.

창신2동 봉제공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체 적인 서
울시내 봉제의류 업체들의 감소추이와 비교했을 때 창신동 내 봉
제공장은 그 감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므로 전체적 감소 속에서는 
가장 그 감소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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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동별 사업체수 감소비율 현황

11)

그림 10 동별 사업체수 감소 현황
12)

2.3.2. 창신2동 봉제업체 현황
위 지도는 행정동 단위의 봉제업체 수의 밀집현황을 나타낸 것

으로 서울시내 공장이 밀집된 어느 지역보다 창신동이 가장 좁은 
면적에 가장 높은 사업체수와 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대문이라는 배후 생산지의 입지적 이점으로 가장 활발한 
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봉제업체
의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창신2동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감소율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과 비교 했을 때 
봉제산업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봉제공장이 가
장 소규모로 다수 밀집해 있는 창신2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11) 기본데이터 출처 :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 2012
12) 기본데이터 출처 :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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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범위

그림 12 서울시 봉제공장 분포 

13)

13) 기본데이터 출처 :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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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지 위치
창신동은 낙산성곽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대문역과 창신역과 인

접해 있다. 서울도성 성곽마을로 유명한 이화동과 낙산성곽을 두고 마주하
고 있다. 구릉지형 저층주거지로 다양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고,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다.

창신동은 동대문 패션산업단지의 배후생산지로써 역사가 깊으
며, 동대문에 의류공장이 성행했을 당시 공장의 작업자들이 인근 
마을에 거주하면서 봉제관련 산업종사자들이 다수 기거하는 공간
이다. 해당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주거지에 다른 용도 
혼합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고 있는 창신
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봉제공장과 관련상권이 가장 집중적
으로 활성화 되어있는 창신2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공간적 범위는 창신2동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대상은 선행연
구, 2011년 발행된 창신동, 공간과 일상(서울역사박물관, 2011)에 
조사된 봉제공장이 밀집된 블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연
구자가 직접 관찰을 통해 조사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사례지의 산업이 주거·상업공간을 이용하는 공간과 건축형태의 
변용에 양상에 대해 미시적 형태특성 현황의 분석을 위해 지역환
경(밀도, 경사, 블록, 크기, 토지이용, 근린시설, 도시형태), 네트워
크환경(가로와 가로의 연결과 그 인접지역), 가로환경(보도, 차도, 
건물, 가로시설 등)14)에 대해 조사한다. 이후 단일건축물과 건물
군집의 스케일에서 봉제공장이 해당 공간 이용현황에 대해 미시적 
스케일로 분석하여, 봉제업 공정상의 필요에 의해 건물과 가로 인
접부를 어떻게 변형하여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미시적 특
성을 통해 봉제공장의 혼합적 군집양상이 주거와 상업용도에서 어
떤 형태로 발현되었는지 규명한다.

14) Moudon et 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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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규모
창신1,2,3동 모두 봉제 관련한 다양한 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현장답사를 통해서도 눈에 띄게 창신2동에 봉제공장과 기타 관련 
업체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통해 각 동별 봉제관련 사업체들을 조
사한 결과 창신1,2,3동 모두 ‘여자용 정장 제조업’과 '셔츠 및 체
육복 제조업'가장 많이 분포한다. 그 외에 봉제공장에서 필요한 재
봉틀 수리점, 원단사, 섬유염색업체들도 다수 위치한다. 

　 면적(㎢) 세대 인구(명)

창신1동 0.31 3,559 8,041

창신2동 0.26 4,996 12,194

창신3동 0.26 3,087 8,536

합계 0.8 11,642 28,771

표 11 창신동 일반현황

그림 13 낙산성곽에서 바라본창신동 전경

행  레이블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 26 -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5 17 -
그  외 기타섬유제품 제조업 1 11 -
남자용  정장 제조업 4 10 -
여자용  정장 제조업 38 393 84
내의  및 잠옷 제조업 - 11 -
한복  제조업 2 12 -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7 102 11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 36 31
유아용  의복 제조업 1 14 21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 13 -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2 12 11
기타  봉제관련 제조업
합계 78 657 158

표 12 창신동 봉제관련 업체현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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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에 많은 봉제관련 사업체들이 분포하는 이유는 입지 상
으로는 동대문의 패션의류소비지와 가장 인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동대문의류 생산지가 급부상 했을 때 해당 공장의 작업자들
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였으며 이후 수요의 
감소로 공장이 문을 점차 닫으면서 해당 주거지에 거주하던 작업
자들이 분업화된 형태로 봉제관련 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게 되었
기 때문이다.16) 

창신동의 소규모 봉제공장은 주거지역내에서 위치하면서 주거
용도인 공간을 봉제업 공정상의 편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물유형에 따른 변용과 이에 따른 해당 유형의 군집양상은 
공장내부 공간 뿐 아니라 외부 공간 또한 기존의 주거지와는 다른 
물리적 공간 특성을 만들며, 이러한 건물군집의 일련의 연속적인 
변용으로 창신동 주거지의 특징적인 도시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한
다. 

그림 14 창신동 봉제관련 업체현황 

17) 

15) 기본데이터 출처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통계청 2011
16) 산업유산 특화 및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계획 (박용수,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2012)
17) 기본데이터 출처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통계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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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신2동 봉제공장 변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통해 창신동 내 봉제사업체수의 변

화 추이를 가늠해보았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감소를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 438개 업체로 증가한다. 이후 2011년까지 꾸
준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다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림 15 창신2동 제조업 사업체수 변화

18)

그림 16 창신2동 제조업 종사자규모 변화 

19)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사업체 총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각 업체당 종사자수규모는 2002년과 2003년에 5-9명 규모의 사
업체가 갑자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4년에 다시 5-9규모
가 감소하고 1-4명 규모의 사업체는 증가추세를 보인다. 

20)

18) 기본데이터 출처 :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의류산업협회, 2013

19) 기본데이터 출처 :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의류산업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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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명 310 301 264 265 316 381 365 343 366 319 334 304 303 286

5-9명 30 38 63 86 59 53 51 48 23 48 25 38 48 78
10-19

명
1 2 9 4 3 4 - 6 6 6 4 5 2 2

20-49
명

0 0 0 0 0 0 - 0 0 0 0 1 0 0

50-59
명

0 0 0 0 0 0 - 0 0 0 0 0 0 0

총계 341 341 336 355 378 438 416 397 395 373 363 348 353 366

표 13 창신2동 제조업 종사자규모 변화 [출처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 통계청]

연구의 대상지인 창신2동 봉제공장은 서울시, 도심부를 모두 
통틀어 봉제공장 업체수가 가장 많이 밀집해있는 곳이며, 단위 업
체당 종사자수의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이다.

20) 기본데이터 출처 :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의류산업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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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제공장의 입지특성
3.1. 창신동 일반현황

3.1.1. 창신동 관련 정책 

1) 주거환경개선사업 (1990)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정부에서 서울의 달동네라고 불리는 주거

지의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개량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택개량사업이다. 이전 주거환경사업 때는 주
민의 동의나, 국유지로의 무상양여 등의 각종 절차를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불편함이 따랐으나, 창신동을 포함한 1990년대
에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
키는 등 전폭적 지지를 시행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개량,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여 시도했지만 당시 주거환경 사업
은 재건축을 통한 개발의 유도가 목적이었으며, 또한 단기간 내에 
달동의 판자촌 등 불량주택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신축 
시 가구당 4천만원, 보수에는 2천만원의 융자가 지원되었지만, 신
축시의 융자금을 가장 높게 책정하였다. 이때의 사업으로 창신동 
서측 성곽 인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은 과도한 규
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기반시설의 환경은 정비되지 않은 채 문화
재인 서울성곽을 가로막고 고층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
게 되어 고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1)

2)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2007)22)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은 2007년부터 종로구청의 주도 하에 
창신동 지역의 노후 된 주거지를 전면 철거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단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뉴타운이라고 흔히 
불리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통해 강북의 주거환경을 ‘스마트 
시티’로 만든다는 목적이 있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층수제한을 없애고 50-60층 높이의 초고층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

2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커뮤니티 재생효과에 관한연구, 28p (김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3)

22)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보고서 (서울 : 종로구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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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사업이었다. 지정된 촉진지구 내에서는 서울시 조례의 용
적률의 제한도 받지 않고, 200-300%로 조정되는 계획이었다. 개
발이익을 목적으로 창신동 내에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었
고, 당시 창신동에는 기존 건물들이 전면 철거되고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기 때문에 영세한 봉제업체들이 갈 곳에 대해서도 문제가 대
두되었다. 사업시작에 앞서 이주를 위한 봉제업체 조사에 따라 약 
890개 업체 중 약600개의 입주계획을 세웠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
지 않은 영세한 봉제업체 및 세입자들과 기타 지원시설 등은 고려
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업체주들과 갈등이 빚어졌었다.23) 

3) 창신·숭인도시재생사업 관련사업 (201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

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뉴타운 해제지역인 창신·숭인 지역이 
2014년에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공
동체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를 위해 일자리와 산업 활력을 유
지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보전을 목표한다. 마을의 
낙후된 곳의 물리적 정비와 함께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는 현재사업은 현재 도시재생 지
원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정기적인 주민협의회와 마을 내 공동체들
의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기능 복합의 통합 재생 모
델을 통해 지역맞춤형 주거·산업·문화공간을 조성을 위해 창신동 
내에는 ‘봉제마을거리 박물관 조성’ 등의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2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커뮤니티 재생효과에 관한연구, 29p (김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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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2014. 7. 29.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주민방문

2014. 9. 25.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선정심의

2014. 9. 25.
창신1동, 창신3동 통장협의회(창신숭인 도시재생 추진과정 등 

설명 및 홍보
2014. 9. 2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주민설명회

2014, 10. 2, 6, 10, 
16.

창신3동, 창신1동, 숭인1동,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2014. 10. 4, 7, 18, 숭인1동, 창신3동, 창신1동 돗자리 음악회

2014, 10. 8. 주민협의체 3차 모임 (서로 알아가기 : 아이스브레이킹)

2014. 10. 10.
종로구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창신숭인도시재생사업주민 

토론회
2014. 10. 16. 주민협의체 4차 모임 (마을 알아가기 : 마을 자원찾기)

2014. 10. 22. 23. 주민협의체 5차 모임 (마을 알아가기 : 마을걷기)

진행중인 사업
(1) 봉제마을 거리박물관 조성 프로젝트 : 사회적기업
(2) 2014 주민참여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 조경가

(3)　공작소 : 예술가

표 14 소규모 제조업 관련 도심부계획 내용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의미와 다르게 주민중심의 계획이 아닌 
관(官)주도의 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7 창신동의 공간 변화 

출처)함께 서울 지도(http://gis.seoul.go.kr)

24)

24) 출처)함께 서울 지도(http://g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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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창신동 봉제공장의 특징25)

과거 동대문일대에 조성되었던 의류관련 공장에 근무하던 작업
자들의 인근지역인 창신, 숭인 지역에 주로 거주하게 되었다. 이
후 동대문일대의 50명이상의 대형 공장들은 임대료 상승과 생산
처와 판매처의 분리로 인해 점차 문을 닫으면서 해당 공장에 근무
하던 봉제관련 숙련자들이 직접 주거지 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
게 된 배경이다.26)봉제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주로 1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봉제관련 공장들이 있다. 봉제공장은 1~3인 규모
의 소규모 미싱공장과 4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종합공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밖에 패턴, 재단, 미싱, 마도메, 시야게 만을 전문
으로 하는 공장들이 남아있다. 종합공장이나 특정 전문 공장 외에
도 미싱공정은 각 가정에서 하청의 형태로 개인이 작업을 한다.

그림 18 패턴·재단 작업

27)

창신동 봉제의 공정은 발주자가 디자이너가 아니라 종합공장이 
발주자가 되어 그 외에 단일 작업공장들에 ‘재하청’형식으로 공정
이 이루어진다. 종합공장에서 발주를 하는 경우 전 과정을 종합공
장 내에서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전체 공정 중 일부를 단일공장에 
재하청을 두어 생산품을 완성한다. 패턴사나 재단사가 따로 종합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디자이너에게 패턴이나 재단의뢰가 들어왔
을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주량을 맞춘다. 공정상에 
관여하는 공장들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일을 해온 경우가 대부분이
며, 각 공장과 공장을 오고가며 옷감과 생산품을 나르는 오토바이
는 정해진 공장들을 들르며 공정의 생산라인 역할을 한다.

25) 한국 봉제패션 협동조합 (http://www.ksewing.com/) 
26) 재래시장에서 패션네트워크로 (김양희, 삼성경제연구소, 2000)
27) 창신동, 공간과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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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봉제작업 (미싱사와 미싱시다)

28)

의류 제품 생산공정은 크게 샘플, 봉제, 후처리, 마무리 공정으
로 구분 할 수 있다. 샘플공정은 옷의 디자인을 ‘옷본’ 작업을 통
해 패턴화 하는 단계를 말하며, 샘플 제작 후 생산이 결정된 디자
인은 ‘재단, 재봉,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봉제공정으로 들어간다. 
후처리 공정은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옷의 장식을 하거나 추가
적인 부분으로 ‘워싱(옷감의 색감을 빼는 작업-예:청바지), 나염
(염색용 물감을 사용한 그림 새기기), 자수 등을 말하는데, 반드
시 봉제 작업이 완료된 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봉제의 전후 
단계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게 된다. 마무리 공정에는 ‘나나인찌29)’
나 큐큐30)로 불리는 단추 구멍을 만드는 작업, 치마나 바지의 밑
단을 넣는 사시, 주머니를 만드는 ‘구찌’와 실밥을 뜯어내는 작업, 
다림질 및 포장이 해단된다. 현재 창신동은 이 작업들이 별개의 
작업들로 분화되어 개별공장들을 이루고 있으며, 각 공정이 몇 개
가 합쳐진 종합공장의 형태도 존재한다. 

봉제공장들은 일반근린상가, 주상겸용주택, 다가구·다세대 주
택, 단독주택 창신동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과거 제조업을 도심
부 밖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의해 규모가 큰 공장은 입지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동대문이라는 큰 상권의 배후생산지로서 입지조
건상  근접하여 위치한 창신동에는 제조업들이 소규모의 형태로 
주거지인 창신동 내에 남게 되었다. 따라서 주거지에 있는 공간에 
맞게 각 공정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어 위치하게 되었다.  

종합공장의 경우 기타 단일작업을 하는 공장들에 비해 넓은 공

28) 창신동, 공간과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2012)
29) 얇은 원단의 작은 단추의 구멍을 뚫고 구멍 주변을 마감하는 작업
30) 단추의 구멍을 뚫는 작업이나 두꺼운 자켓 등의 구멍을 주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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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필요하며, 오토바이의 접근이 편리하면서, 원단이나 완성품
들을 적재해둘 공간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단일 작업들은 적재량
이 많지 않고, 오토바이들도 주로 작업품을 가져가거나 가져오는 
정도로 잠시간 들르기 때문에 기타의 외부공간의 필요가 크게 작
용하지 않는다.

그림 20 봉제공장의 주요 자재 운반수단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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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물리적 현황
1) 용도지역

그림 21 창신2동 용도지역 현황도

창신2동은 용도지역상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포함되며, 주거환경 개
선 지역이 창신동 서측에 남북으로 길게 지정되어있다. 창신길의 
남쪽 일반상업지역은 동대문역과 접하는 곳으로 상업용도의 건물
이 주로 위치한다. 창신동 주거지 내부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이 대
부분을 차지하며 동쪽 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다.

2) 토지이용
창신동의 토지이용은 단독 및 주거 기타, 다세대, 주상 및 주상기

타, 상업 및 상업기타, 아파트, 연립, 업무, 기타 순으로 나뉘며, 총 
1338개의 필지가 있다. 창신길 변으로 상업과 주상용도의 토지이용계
획이 보이며 창신동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주거용도의 토지이
용 비율이 높다. 봉제공장은 창신길 변을 중심으로 주상용도의 건물
에 위치하며, 블록내부 주거용도의 건물에는 다세대와 주상용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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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낙산성곽동길에서 

바라본 창신동

그림 23 창신길에서 바라본 

축대마을

그림 24 창신11길의 가로환경

입지한다. 구역의 상부로 갈수록 단독주택용도에도 봉제공장이 위치
하는데 주로 소규모 1-2인이 운영하는 재하청공장이 대부분이다. 

3) 지형고저
창신동은 자연형 발생 주거지역으로 구릉지에 자리하고 있다. 

지형의 구분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대로 분류되며, 창신동 
중앙을 가로지르는 창신길을 중심으로 동서로 경사가 가파르다. 
창신길은 과거에 물길이었으며, 40년대 판자촌이 형성되었을 물길
을 주변으로 판자촌이 밀집했었고, 이후 이 길이 복개되어 현재의 
창신길이 되었다. 봉제공장인 완경사지역에 주로 많이 위치하지만 
고지대일지라도 봉제공장의 밀집도가 떨어지지만 봉제공장이 위치
한다. 특히 지형의 가파르기가 공장의 입지와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창신길의 북쪽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장 경사가 급하고 동대
문과 가장 먼 입지조건이지만 공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4) 필지
• 규모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일시의 물리적 주거정비가 이

루어진 곳은 북동쪽의 선형의 정방형 필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 외
에는 없기 때문에 창신동의 90㎡의 과소필지가 많으며, 정방형 필
지는 주로 창신동의 남쪽부분에 많이 위치하고 경사가 심한 쪽으로
는 소규모 필지가 분포한다. 창신2동의 봉제공장은 영세한 1-4인
규모가 특히 많은 것이 특징인데 필지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공
장들이 입지 할 수 있는 공간의 조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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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정형, 장방형, 정방형, 삼각형, 자루형 순으로 형태가 분포한다. 

사다리형의 필지는 창신동의 필지형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데 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일어났던 지역에 많다. 장방형 필
지는 창신동을 중심으로 남쪽에 많이 위치하며, 다음으로는 일시적 
단독주택지의 개발이 일어난 창신동 북동측에 정방형과 장방형의 
형태가 많이 보인다. 장방형의 필지는 필지구획이 일시적으로 일어
나고 비슷한 시기의 건축물들이 지어진 곳이다. 봉제공장은 장방형
필지에 가장 많이 밀집하며, 장방형필지의 경우 필지규모가 중규모
이상으로 중규모급의 종합공장이 주로 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5) 건축물
• 건축물 용도
창신동의 건축물 용도는 근생 및 소매점,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기타판매시설의 순으로 분포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봉제
공장위치의 주용도 분포를 조사한 결과 복합적으로 근린생활시설
과 혼합된 건축물에 106개소로 가장 많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는 58개소로 주택용도의 건물에 봉제공장이 많이 
위치한다. 

• 건축년도
창신동의 건축년도는 30년대의 건물부터 2000년대 이후의 건

축물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일시적인 개발이나 환경정비는 없었
지만, 구역의 필지형태나 경사 등의 원인으로 특정공간에 비슷한 
시기의 재건축들이 이러나면서 공간별로 동일한 시기의 신축된 건
축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80-90년대 미만건축물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90-2000년대, 70-80년대, 30-50년대, 50-70년대 
순으로 건축물의 신축년도 분포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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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현황

그림 25 창신2동 층수현황 -지하

   

그림 26 창신2동 층수현황 -지상

창신동의 건물은 최대 북쪽에 10층 규모의 MID그린아파트와 남쪽
에 9층 규모의 동대문 맨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5-6층 이하의 
건물들이 위치한다. 1층으로 남아 있는 건물은 아직 재건축 되지 않은 
도심형 한옥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건물이 
지어진 곳은 4층 이상의 규모 분포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북동측 정
형의 단독주택지는 2층과 1층 규모 건물이 주를 이룬다.

6) 가로와 군집률
창신동의 봉제공장은 가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가로

폭이 일정이 이상이더라도 오토바이 진입 할 수 없는 계단이 있는 
블록으로는 가로의 폭이 오토바이가 통행이 가능한 폭일지라도 운
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봉제공장이 위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
포를 통해 봉제공장의 분포는 가로와 가장 큰 연관을 가지며 공정 
또한 가로의 위계와 가장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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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창신2동 토지이용현황도 (전체)

   

그림 28 창신2동 토지이용현황도 (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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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창신2동 지형현황도 (전체)

   

그림 30 창신2동 지형 현황도 (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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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창신2동 필지규모 현황도 (전체)

   

그림 32 창신2동 필지규모 현황도 (봉제공장)



- 40 -

그림 33 창신2동 필지형태 (전체)

   

그림 34 창신2동 필지형태(봉제공장)



- 41 -

그림 35 창신2동 건축물용도 현황도 (전체)

   

그림 36 창신2동 건축물용도 현황도 (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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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창신2동 건축물대장 주용도 현황 (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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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창신2동 건축년도 (전체)

   

그림 39 창신2동 건축년도 (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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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군집률 (봉제공장) 

   

그림 41 가로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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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지특성 분석체계
3.2.1. 분석체계의 설정

1) 봉제공장 공간특성 분석의 필요성
창신2동은 봉제관련 산업과 주거의 용도가 동시에 작동하는 곳

이다. 봉제공장은 무분별하게 주거공간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
고, 영세한 규모의 공장들이 대다수이므로 환경의 쾌적함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용도의 혼합이 필
요하고 더욱이 과거부터 유지되어오던 창신동의 지역산업인 봉제
공장들의 경우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의 거주민들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58%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31) 따라서 창
신동 내에서는 봉제산업의 지속성이 중요하며, 거주지인 만큼 거
주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는 것도 간과 할 수 없다. 

거주민들이 종사하는 비율과 봉제업에 종사하는 비율모두 높은 
창신동에서 앞으로 주거와 산업의 역할을 이어 갈수 있도록 두 요
소가 공존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물리적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봉제공장의 지속을 위한 작업 환경면에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제와 산업이 한 공간
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도시에 존재하는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형태의 물리적 분석체계의 틀에서 봉제업이 갖는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한 분석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평면적인 해석
이 아닌 도시공간 내에서 입체적인 분포의 파악을 통해 봉제업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공간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2) 분석항목의 설정
도시의 조직은 살아있는 활동의 장소이며, 역사성의 기록이다. 장소에

서 일어난 생활양식과 생산방식은 그 도시의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하
며 그 배경의 틀이 된다. 또한 도시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며, 기능을 담
고 있다. 따라서 창신동 도시조직의 형태특성과 그 공간을 이용하는 봉제
공장의 관계를 물리적 형태 특성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작업은 봉제공장
의 산업생태계가 지속할 가능한 공간의 특징을 찾는 것에 의미가 있다.

31) 서울 창신동 봉제산업지역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연구 (이윤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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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태학에서의 도시 분석 방법

구분 내용
콘젠(M.R.G Conzen) - 도시형태의 구성요소의 정의 : 토지이용, 

건물조직, 도시평면도(town plan)
도시평면도 : 도로, 필지, 건물

도로, 가구, 필지, 필지패턴, 필지열(列), 
건물평면으로 세분화

영국식 형태발생학적 
접근

 (morphogenetic 
approach)

진
화
론
적
관
점

필지주기
(burgage cycle)

유럽도시의 장방형 필지군에서 나타나는 건폐율의 
변화를 주기성으로 설명한 개념으로 세장비가 큰 

필지를 대상으로 그것들이 원래의 형태를 
잃어가는 과정을 해석하는 방법

필지패턴의 변형 
(metamorphosis 
of the burgage 

pattern)

변화의 유형을 정형(orthomorphic), 
변형(metamorphic), 미변형(hypomorphic)으로 

구분

계량적 분석 
(metrological 

analysis)

가로변에 면한 필지의 필지폭을 중심으로 한 개념
세장비를 이용한 기하학적 분석으로 벌전

표 15 영국의 도시형태학(콘젠학파) : 건물과 필지중심의 평면단위(plan unit)

32)

도시형태학 연구의 시작은 독일에 있에서 기원하며 인문지리학
적 연구에서 시작하여 도시의 기원을 찾고, 도시의 변화과정을 설
명하였다.

독일어권의 도시형태학은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으로 도시평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후 도시평면을 기준으로 한 도시형태의 
유형화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 이후에 콘젠학파는 도시형태의 구
성요소의 정의를 토지이용, 건물조직, 도시평면으로 보고 도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고 변화한다
고 생각했다. 도시형태의 구성요소를 가로, 필지, 건물로 구분하였
고, 이에 대한 도시평면을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33) 각 요소를 개
별단위로만 보지 않고 가로의 배열을 통한 블록의 형태가 결정된
다고 보고 가로-블록의 집합 등 다양한 요소간의 연관성을 설명
하였다. 

콘젠학파는 또한 필지주기설을 통해 유럽의 장방형 필지군에서 
나타나는 건폐율의 변화를 주기성으로 설명한 개념을 사용, 세장
비가 큰 필지가 인접필지와 합필이 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며, 본

32) 이주형 지음, 도시형태론, 보성각, 2001, p.63
33) Conzen, MRG., The Use of Town plan in the study of Urban History",The study of 

urban History, ed. Doys, H.J., Eward Amond Ltd.,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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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세장한 형태를 잃어가는 과정을 해석하는 방법에 사용되었
다. 또한 필지의 패턴을 변화의 유형별로 정형(orthomorphic), 변
형(metamorphic), 미변형(hypomorphic)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
고, 가로변에 면한 필지 폭을 중심으로 계량적 분석까지 시도하였
다.34)

무라토리 학파는 도시조직을 건축, 필지, 블록형태, 길, 오픈스
페이스의 단위로 구성됬다고 보았으며, 도시의 구성단위를 건축의 
유형과 도시조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들은 도시의 형태와 
건축 유형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도시조직의 단위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였다. 카니지아는 『도시의 해독(解
讀), 코모』에서 이탈리아의 도시인 코모의 형성과정을 부동산 등
기도면과 연속평면도를 통해 코모의 도시조직을 해독하는 도구로 
사용z하였고, 이 평면을 이해하기 위해 코모의 변천과정을 시기별, 
지역별 건축유형과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다.35)

학파 분석내용

콘젠 학파
도시의 변화과정에 역점을 두어 필지를 최소분석단위로 도시평면을 

분석

무라토리 
학파

도시형성의 기본적인 법칙과 그 시작이 되는 부분을 찾기위해,  
건물과 건물에 부속된 공간을 최소분석단위로 도시평면(지상층 

평면도), 건물의 평면도, 입면도 분석

두 학파의 
공통점

역사성을 살린 도시와 건축물을 계획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시변화과정을 읽고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기본적인 인식

표 16 콘젠학파와 무라토리학파의 도시분석의 최소단위(p.38)

이주형의 ‘도시형태론’ 에서는 도시의 형태를 이루는 요소를 물
리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요인을 거시적 차
원의 자연환경, 가로체계형태, 스카이라인으로, 미시적 차원을 건
축물, 도로, 필지 가구로 보고 있다. 또한 인문적 요인에는 기능 
및 구조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도시의 물리적 형태
를 이루는 원인을 도시형태를 규제하는 틀이라고 보고 있다.

34) 양윤재, 저소득층이 주거지 형태연구, 열화당, 1991, p.20
35) 신진희, “서울 주거지역내 주거블록의 공간구조에 관한 시대적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

원 석사 논문, 2001,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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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물리적요인 인문적요인

위
계 거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

기능 및 구조적 
차원

제도적 차원

구
성
요
소

자연환경, 
가로체계형태,

 스카이라인 등

건축물, 도로, 
필지, 가구

지가, 밀도, 계층,
 토지이용패턴 

등

도시관련규제 및 
제도, 개발사업 

및 정책 등

표 17 이주형, “도시형태론”, 보성각, 2001, (p.42 도시형태관련 구성요인) 

36)

도시의 분석 방법에서는 도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살아있는 활동 장소이며, 역사성의 표현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도시형태가 생활양식과 생산방식 그리고 사
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인공 환경이며, 도시형태의 변화는 구성요
소의 변화가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 필지 37)

개별소유권 단위로써 필지의선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지는 역사성을 지닌다. 또한 필지는 대지의 지형에 영향을 받으
며, 필지의 형상 역시 지형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용도지역과 토지이
용 계획의 최소단위인 필지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쓰임이 정해지게 
된다. 그에 따라 규모 및 층수가 결정된다. 필지의 일반현황인 필지
형태, 지형, 토지이용계획과 봉제공장의 위치를 통해 공장과 대지와
의 관계를 파악하고, 필지 규모의 분석을 통해서 봉제공장이 입지하
기 좋은, 또는 입지하기 어려운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가로 38)

생활이 일어나는 공공단위의 영역이다. 가로의 너비와 쓰임에 대한 위
계의 관계는 상관성이 있다. 따라서 창신동의 가로의 너비와 이에 인접하
는 공장의 개소수를 통해 가로와 공장 분포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한다.

• 건축물 39)

공장의 생산 활동의 단위가 되며, 창신2동의 다양한 건축물을 
이용하는 봉제공장의 미시적 형태 특성을 분석하고, 군집을 파악
하는 단위가 된다. 봉제공장이 군집 특성을 밝히기 위해 건축물의 
년도에 따라서 규모를 분석하였고, 이는 시기별로 다른 창신동의 
건축물의 유형이 봉제공장의 생산 활동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36) 이주형, 도시형태론, 보성각, 2001, p.42
37) 이주형, 도시형태론, 보성각, 2001, p.43
38) 이주형, 도시형태론, 보성각, 2001, p.42-43
39) 이주형, 도시형태론, 보성각, 2001,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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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분석구역의 설정
창신동 봉제공장의 군집요인은 도시의 물리적 형태적인 측면 

외에도 임대료, 공정특성, 공장주의 개인적인 선호 등 다양한 조
건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봉제공장과 창신동의 물리적 형
태의 연관성을 통해 밝히고, 이를 통해 도심부 주거지에서 소규모 
제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형태적 특성요인을 밝히는 것에 
있다. 앞서 조사한 창신동 전체의 물리적 특징과 봉제 공장현황을 
바탕으로 창신동 공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봉제공장이 위치한 건
축물과 지형 등의 특성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구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군집의 요인을 밝힌다. 또한 군집된 구역의 봉제공장 유
형을 도출하고, 건축 스케일의 형태유형에 따른 내부공간의 쓰임
을 분석하고 이를 가로공간의 쓰임으로 확장하고, 봉제공장의 유
형에 따른 내부평면 분석과 입면요소단위의 미시적 형태 형태연구
까지 진행한다.

구분 분석내용
군집
특성

미시적
형태

필
지

일반현황
•필지형상, 지형고저, 토지이용
•봉제공장 위치

ㅇ

규모

전체
필지

•규모별 비율,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ㅇ

공장
필지

•규모별 봉제공장 비율,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가
로

너비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ㅇ
위계 구역내, 구역외 ㅇ

건
축
물

건축면적
전체
건물

•건축년도 별 규모, 최소값, 최대값 ㅇ
연먼적

공장
건물

주용도 • 층별용도, 봉제공장위치 용도 ㅇ
층수 • 층별 공장위치

ㅇ
군집률 • 건물의 전체 연면적/봉제공장 연면적 x100
입면 • 가로 입면 ㅇ
단면 • 층별용도 단면 ㅇ
평면 • 유형별 평면 ㅇ

표 18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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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분석구역 현황 - 봉제공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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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필지, 가로, 건축물 단위로 나누어 진행된다. 필지는 일
반현황에서 구역별로 나뉜 공간의 필지의 형상, 지형과 토지이용
을 통해 봉제공장의 분포와 위치특성에 대한 관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며, 규모에서는 규모별 구역의 전체 필지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과 봉제공장이 위치한 필지와의 비교를 통해 공장이 입지가 
가능한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가로의 경우도 가로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고 분석은 구역의 경계가 되는 가로와 구역 내의 가로를 분류
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분류를 하는 이유는 구역의 기준을 
나누는 데는 군집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인데 창신동의 봉제공장
은 주로 창신길과 같이 큰 가로변에 위치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설
명할 수 있다. 해당가로들은 폭이 넓은 가로이며, 이 값을 구역별 
가로의 폭에 따른 봉제공장의 군집특성을 분석에 포함을 시킬 경
우에 블록내부에 소폭의 가로들과 골목이 많은 창신동의 특성상 
정확한 봉제공장이 입지가 가능한 가로의 폭에 대한 설명이 어려
렵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을 전체건물과, 공장이 위치한 건물로 
나누고, 건축년도별로 평균규모와 최소값, 최대값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년도별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이 다른 창신동의 건축물
특징상 현재 공장이 어떤 건물에 주로 선호하여 입지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공장의 군집과의 관계를 알아
본다. 군집률은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봉제공장이 차지하는 연
면적의 비율을 건물 한 개 당 비율로 분석한 것이다. 봉제공장은 
전 층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1층부의 근생시설의 경우 
각 점포의 작은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
한 군집도와 수직적인 군집의 정도를 알기 위해 이러한 분석의 방
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봉제공장의 미시적 형태와 도시 조직간의 
관계의 파악을 위해 구역별로 대표 입면을 그리고, 각 건물의 용
도단면을 표현하였고, 평면을 통해 공장의 유형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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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역별 분석

공장들은 동대문역을 중심으로 낙산성곽까지 고루 분포한다. 
창신동은 낙산성곽마을로 가파른 경사지에 조성되었고 최대 가로
폭 9m에서 가장 작은 가로폭은 1m에서 그 이하까지 좁은 가로형
태를 갖는다. 따라서 접근성면에서 오토바이로 옷감과 생산된 완
성품을 동대문지역에서 나르기 편하도록 주로 동대문역에 인접한 
지역에 넓게 밀집하는 형태를 보인다. 점차 창신2동의 북쪽 끝으
로 갈수록 봉제관련공장들은 오토바이로 이동을 할 수 있는 5m가
로에 인접하여 분포한다.

봉제공장은 창신2동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봉제공장의 
군집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와 가로의 위계에 따라 
조사구역을 7개로 구분했다. 구역의 구분은 1차로 상업과 주거를 
구분하고 2차로 상업용도와 주거용도의 혼재정도에 따라 구분하
였다. 3차로 주거용도의 지역의 경우 점포를 겸용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4차로 주거용도의 경우 주거종류에 따라 구역을 구분
하였다. 

기성시가지의 특징으로 전 지역이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은 각 구역의 주된 용도특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창신동의 봉제공장의 군집양상을 분석하기위해 창신동을 총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군집양상과 분포된 봉제공장의 미시적 형태특성
을 조사하였다. 각 구역9 의 구분은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분포하고 있는 구역과 그 외의 구역으로 구
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접지역을 따로 구분하였다. 그 외 지
역은 각 인접한 블럭의 용도상의 유사성, 건축물의 용도별유사성
에 따라 구분지어 졌다. 해당 구역의 구분은 특정 용도건축물에 
따라 다른 봉제공장의 변형특성이 나타나고, 그 일련의 연속된 변
화가 만들어내는 봉제공장의 군집지역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구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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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1구역

그림 43 1구역

1구역은 창신2동의 초입부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동대문 성곽공
원과 동대문역에 인접해 있다. 총 147개의 건물이 위치하며 이중 
56개 건물에 봉제공장이 위치한다. 구역 북측 블록에 공장이 주로 
밀집하며, 창신길에서 서측으로 뻗은 가로변과, 낙산성곽1길 변을 
중심으로 공장이 분포한다.

군집형태 연속 가로형 막힌 블록형

분포블록
개념도

위치 낙산성곽1길 변 창신길 서측 블록

표 19 1구역 군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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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형태 필지지형 토지이용

표 20 1구역 - 필지 – 형태, 지형, 용도

1) 필지

• 형태, 지형, 토지이용

1구역의 필지는 부정형, 사다리형, 장방형 형태가 주로 나타나
며 평지에 위치한 블록이다. 평지지역에 장방형과 사다리형 필지
가 많이 나타나며, 완경사가 쪽으로는 부정형의 필지형태를 보인
다. 구역의 서측 낙산성곽동길 변으로 완만한 경사가 나타나지만 
그에 비해 평지 쪽은 낙산자락에 위치한 창신2동에서 가장 경사
가 없는 지역이다. 공장은 부정형의 장방형, 사다리형 필지에 위
치하며, 경사가 완만한 곳에 주로 분포한다. 1구역의 필지이용계
획은 동측 창신길 변은 상업용, 블록내부로 주상용, 블록의 서측
부로 갈수록 단독 및 다세대용의 주거용도의 토지이용 계획이 되
어 있다. 봉제공장은 구역중앙, 주상용도를 겸용하는 구역에 주로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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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규모

필지 규모

전체 봉제공장

표 21 1구역 - 필지 - 규모(도)

1구역 내의 필지규모는 1.6㎡에서 1000㎡미터의 필지까지 다
양한 규모가 있다. 과소필지인 90㎡미만의 필지가 73개로 구역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봉제공장이 위치한 필
지의 규모 분포도 90㎡의 필지에 29개 위치하며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한다. 필지의 규모가 작을수록 세장한 형태를 나타내며, 
필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이상-미만

(㎡)
구분 계 전체비율

구간비율

(공장/전체)
평균 최소면적 최대면적

0-90
전체 73 47.4%

39.7%
61.8 1.6 89.3

공장 29 43.9% 65.0 1.6 89.3

90-150
전체 48 31.2%

41.7%
111.8 92.6 147.1

공장 20 30.3% 114.4 92.6 142.3

150-200
전체 16 10.4%

62.5%
158.9 152.1 195

공장 10 15.2% 172.7 152.1 195

200-300
전체 12 7.8%

41.7%
227.8 201.7 260.8

공장 5 7.6% 223.9 201.7 244.6

300-500
전체 4 2.6%

50.0%
414.4 322.1 525.6

공장 2 3.0% 405.0 373.6 436.4

500-
전체 1 0.6%

0.0%
909.8 909.8 909.8

공장 0 0.0% 0 - -

합계
전체 154 100.0%

42.9%
116.3 - -

공장 56 100.0% 118.7 - -

표 22 1구역 - 필지 -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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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를 보면 90㎡미만의 필지에 위치한 공장이 29개로 가장 많
은 수를 나타낸다. 구간별 비율로는 150-200㎡필지에는 16개중 10
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90-150㎡ 200-300㎡의 순으로 구
간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데이터로 보아 1구역이 공장은 전
체적으로는 90㎡미만에 가장 많이 위치하지만, 구간별 비율로는 중
규모에서 더 높은 군집을 보인다.

2) 건축물

• 일반현황
1구역에는 총 147개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56개 건물에 봉

제공장이 위치해 있다. 건물 수 당 비율로는 40.8%에 달하며, 봉
제공장이 위치한 층의 연면적기준 비율로는 18.6% 로 나타났다.

전체 
건물수

봉제공장
건물수

비율
전체

연면적
봉제공장
연면적

비율

1구역 147 56 40.8% 86,420.9 11,738.0  18.6%

표 23 1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물

• 건축규모 
구역 내 전체 건축물의 평균 건축면적은 60.1㎡이며, 최대 건

축면적인 230.2㎡의 1층 부에 공장이 위치한다. 봉제공장이 위치
한 건축물의 평균 건축면적은 58.2㎡이며 최대 230.2㎡로 앞서 
중규모에 가장 봉제공장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구역 최소 건축면적은 14.7㎡이며 봉제공장의 최소규모는 19.8㎡
로 나타났다. 

건축면적
전체 건물(㎡) 봉제공장 건물(㎡)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구역 60.1 14.7 230.2 58.2 19.8 230.2

표 24 1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면적



- 57 -

건축년도

전체 봉제공장

표 25 1구역 - 신축년도 별 건축물 현황

• 건축년도
1930-50년대에 지어진 도심형 한옥과,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다세대‧다가구 및 근생시설들이 주로 분포하
고 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가장 많은 수를 차
지하며 이때 지어진 건축물의 유형은 1층을 점포로 사용하고 상층부
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상용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지어졌다. 

표25를 보면 구역 내 전체 건물 중 봉제공장은 1990-2000년
대에 지어진 건물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80-90년대와 2000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많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 ➀창신길 서측 막힌형 

블록 위치한 공장 (지하층, 1층)

 
그림 45 ➁낙산성곽동1길에 

위치한 공장 (1층, 2층)

 
그림 46 ➂창신길변에 위치한 

공장 (지하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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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을 보면 1930년대의 최소건축면적과 최소연면적은 각각 
18.3㎡와 39.7㎡ 이고, 2000년대에는 34.6㎡과 152.6㎡로 1930년
에서 2000년대로 갈수록 건축물의 연면적이 높아졌고 구역 안에서 
재건축이 일어나 건축 밀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봉제공장은 
90-200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에 가장 많이 위치하는데 이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총 39개로 구역 내 전체 건축면적 평균 66.2㎡
이고, 이중 봉제공장 건물은 2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봉제공장이 
지어진 90-2000년대 건축면적은 73.8㎡로 구역평균 값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70-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을 제외 하고 모두 
봉제공장의 건축면적 평균이 구역 내 평균 값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상
-미만
(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계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930
-50

전체 30 40.4 18.3 92.6 163.9 39.7 551.7 
공장 5 35.2 19.8 57.3 212.4 39.7 551.7 

1950
-70

전체 22 56.5 14.7 182.5 247.5 52.9 1,487.4 
공장 4 64.0 48.3 82.9 252.0 113.1 610.0 

1970-
80

전체 11 67.8 28.0 121.5 536.5 78.4 1,469.0 
공장 1 42.8 42.84 42.8 331.8 331.8 331.8 

1980
-90

전체 20 66.8 23.1 180.2 647.0 46.3 1,426.0 
공장 15 73.2 34.9 180.2 727.7 291.8 1,426.0 

1990
-2000

전체 39 66.2 28.8 230.2 549.0 152.6 2,250.1 
공장 21 73.8 43.6 230.2 579.9 159.8 2,250.1 

2000 
이후

전체 16 59.8 34.6 99.2 640.1 152.6 1,533.7 
공장 8 60.2 43.9 99.2 573.5 317.1 891.1 

자료
없음

전체 9  - - -  - - -
공장 2 - - - - - -

합계
전체 147 60.1 14.7 230.2 464.0 39.7 2,250.1
공장 56 58.2 19.8 230.2 446.2 39.7 2,250.1

표 26 1구역 - 건축년도 별 건축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구분
1930
-50

1950
-70

1970-
80

1980
-90

1990
-2000

2000 
이후

자료
없음

합계

전체
계 30 22 11 20 39 16 9

147
비율 20.4% 15.0% 7.5% 13.6% 26.5% 10.9% 6.1%

공장
계 5 4 1 15 21 8 2

56
비율 8.9% 7.1% 1.8% 26.8% 37.5% 14.3% 3.6%

표 27 1구역 - 신축년도 

• 건축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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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전체 봉제공장

표 28 1구역 - 건축물 용도

지층 1층 2층 3층 4층 합계

1구역 19 48 22 8 2 99

비율 19.2% 48.5% 22.2% 8.1% 2.0% 100.0%

표 29 1구역 - 층별 봉제공장 현황

토지이용계획상 ‘주상 및 기타’의 비율이 높은 1구역 안에는 근
생 및 소매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층별 봉제공장 현황
1구역 내 봉제공장은 주로 1층과 2층, 지하층의 순서로 많이 

위치하며 전 층을 봉제공장으로 이용하는 사업체는 총2개로 그 
중 하나는 ‘봉제사랑 협동조합’ 건물이다. 지하층보다 2층에 봉제
공장이 3개소 더 많이 위치한다.

봉제공장의 층별 전용공간 면적을 건축물 대장상의 사항과 실
제 답사를 통한 조사를 통해 건물 당 봉제공장 비율을 알아내었
고, 그 결과 60~80%이상의 점유를 보이는 봉제공장은 주로 낙산
성곽1길 주변으로 밀집되어 있고, 20~60%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
장들은 창신길 변 내부블록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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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봉제공장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건물당 봉제공장 비율

 

표 30 1구역 - 층별봉제공장 현황(도)

(%) 0-20 20-40 40-60 60-80 80이상 합계

1구역 6 25 8 5 8 *52

표 31 1구역 - 군집률 (*건축물대장상 자료 구득 불가로 4개 정보 누락)

3) 가로
• 가로폭
1구역 내부의 가로의 평균 폭은 4.5m이며 구역 외 평균은 

6.2m로 내부 가로의 폭이 평균 2.2m좁게 나타나난다. 구역 내 최
소 가로폭은 2m이며 최대 6.7m로 조사되었다. 구역 외 가로는 창
신2동 내의 주생활가로인 창신길과 낙산성동곽길의 일부가 포함
되어 최대 가로폭이 8.2m로 넓다. 봉제공장이 인접된 폭의 평균
은 구역 내, 외의 평균 가로 폭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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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현황

구역 내 구역 외

표 34 1구역 - 가로현황 - 가로폭

전체 가로 봉제공장 인접가로
구역 내 구역 외 구역 내 구역 외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1구역 4.5 2.0 6.7 6.2 4 8.2 5.2 3.5 6.7
6.2
5

4 8.2

표 32 1구역 - 가로현황

봉제공장의 너비별 공장 건물의 접도는 8m도로에서 19개, 순
서대로 5구역과 4구역에서 각각 14개, 13개 업체로 나타났다. 2m
의 가로에서도 봉제공장이 4개소 접도하고 있었고, 7m는 2개소 
접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2m 3m 4m 5m 6m 7m 8m 평균

1구역 4 7 13 14 7 2 19 9.0 

표 33 1구역 - 가로폭 별 봉제공장 접도 수

그림 47 창신길변 가로환경 그림 48 막힌 블록내부 가로환경 그림 49 낙산성곽1길 

가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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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2구역

그림 50 2구역 

2구역은 창신2동 지역 중에서 가장 지대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구역이며, 동대문역에 인접한 지역이다. 구역 내에는 총121개의 
건물이 있으며, 이중 15개 건물에 봉제공장이 위치한다. 전체 구
역 중에 가장 공장이 적게 위치한 구역으로, 이는 구역 남쪽 동대
문역 인근이 중심상업지역에 포함되며, 종로51길 변으로 창신 시
장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봉제공장은 구역의 내부 블록 보다 구역 
서측의 창신길 변으로 불연속 적으로 군집하는 특징을 보인다.

군집형태 불연속 가로형

분포블록
개념도

위치 창신길 동측

표 35 군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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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형태 필지지형 토지이용

표 36 2구역 - 필지 – 형태, 지형, 용도

1) 필지

• 형태, 지형, 토지이용

2구역의 필지형상은 부정형, 사다리형, 장방형, 정방형의 형태
를 보이며, 구역전체가 평지인 블록이다. 봉제공장은 사다리형 필
지, 장방형필지 부정형필지 정방형 필지 순으로 많이 분포한다. 
필지의 지형은 구역전체가 평지에 속하며, 창신2동 지역 중에서 
가장 지대가 낮고 경사가 없는 구역이다. 구역 내 토지 이용계획
상으로 상업용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블록 내부 중앙에 단독 
및 주거용으로 필지이용계획이 세워져 있다.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 상 상업용도의 계획이 다수필지를 차지하여 봉제공장의 
입지가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 구역이다. 이러한 결과는 평지일 
지라도 봉제공장이 입지가 어려운 일반상업용도 건물에는 소규모 
제조업인 공장이 입지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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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규모

전체 봉제공장

표 37 2구역 - 필지 - 규모(도)

• 필지규모
2구역의 필지 수는 총 132개이며 이 중 봉제공장이 위치하는 필

지는 15개로 12.1%를 차지한다. 전체 필지 중 90㎡미만의 과소필
지는 64개로 48.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봉제공장
은 총 46개중 8개의 공장이 90-150㎡의 구간에 위치하며, 평균 필
지면적은 106.9㎡이다. 

이상-미만
(㎡)

구분 계 전체비율 구간비율
(공장/전체)

평균
최소
면적

최대
면적

0-90
전체 64 48.5%

7.8%
56.8 9.9 89.3

공장 5 31.3% 67.8 46.3 86.6

90-150
전체 46 34.8%

19.6%
112.7 92.6 148.8

공장 8 56.3% 106.9 95.1 127.5

150-200
전체 9 6.8%

0.0%
169.8 151.5 193.6

공장 0 0.0% - - -

200-300
전체 8 6.1%

12.5%
232.2 201.7 273

공장 1 6.3% 218.2 218.2 218.2

300-500
전체 2 1.5%

0.0%
360.7 357 364.3

공장 0 0.0% - - -

500-
전체 3 2.3%

33.3%
803.3 608.3 1050.2

공장 1 6.3% 751.4 751.4 751.4

합계
전체 132 100.0%

12.1%
116.2 - -

공장 15 100.0% 141.9 - -

표 38 2구역 - 필지 -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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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물수

봉제공장
건물수

비율
전체

연면적
봉제공장
연면적

비율

2구역 121 15 12.1% 101,075.1 4,258.6 6.6%

표 39 2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물

건축면적
전체 건물(㎡) 봉제공장 건물(㎡)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2구역 72.4 2.0 439.27 75.7 18.0 438.9

표 40 2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면적

2) 건축물

• 일반현황
2구역에는 총 121개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15개의 건물에 

봉제공장이 위치한다. 전체 건물 중 봉제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2.1%이며, 연면적 비율상으로는 6.6%이다.

• 건축규모
구역 내 건축물의 평균 건축면적은 72.4㎡이며, 최대건축 규모

인 439.27㎡의 건물은 9층 규모의 1층은 상가용도, 상층부는 주
거용도로 사용되는 동대문맨션아파트 건물이다. 2구역의 최소 건
물 규모는 2.0㎡로 부속건물의 면적이며, 봉제공장의 최소 크기는 
18.0㎡로 창신시장 길 건물 2층에 위치하며, 최대 면적인 438.9㎡ 
건축물로 창신길 변에 위치한다. 

• 건축년도
구역 내의 건물은 1930-50년대에 지어진 도심형 한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봉제공장은 도심형 봉제공장은 이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의 2개소 위치한다. 

표41를 보면 구역 내 전체 건물 중 봉제공장은 1970-80년대
에 지어진 건물에 가장 많이 위치하지만 봉제공장의 구역의 봉제
공장이 위치한 건물의 총 개수가 15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년
도에 지어진 건축물에 공장이 가장 많이 위치하거나, 가장 적게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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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년도

전체 봉제공장

표 41 2구역 - 신축년도 별 건축물 현황 

그림 51 ➀창신길 변 공장 (2층) 그림 52 ➁창신길 변 공장 (2층) 그림 53 ➁창신길 변 
공장 입구 (2층)

표 42를 보면, 2구역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930-50년대
의 건물은 평균 49.0㎡의 규모이며 최소 18.5㎡ 최대 86.9㎡ 이다. 
공장의 연면적은 1970-80년대 지어진 건물의 연면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값은 9층 규모의 동대문 맨션아파트의 연면적
이다. 이 건물에 공장은 2층의 주상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사용하
고 있다. 봉제공장이 가장 많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공장은 총 4
개로 모두 창신길 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용 근린상가이다. 

2구역은 1930-70년 사이의 건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해
당 건물들은 도심형 한옥이다. 이 도심형 한옥은 공장이 내부공간의 
사용이 어려울 만큼 규모가 협소하고 가로의 폭이 좁아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공장이 입지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표 41을 보면 ➂과 ➃의 공장이 블록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물은 
1990년대에 새로 신축되어 현재 상가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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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➂2구역 블럭 

내부에 위치한 공장 (1, 2층)
그림 55 ➃구역 블럭 내부에 

위치한 공장 (1층)

그림 56 ➄구역 블럭 

내부에 위치한 공장 앞 

가로환경 (2층)

구분 1930
-50

1950
-70

1970-
80

1980
-90

1990
-2000

2000 
이후

자료
없음

합
계

전체
계 46 25 15 13 8 5 9

121
비율 38.0% 20.7% 12.4% 10.7% 6.6% 4.1% 7.4%

공장
계 2 3 4 3 2 0 1

15
비율 13.3% 20.0% 26.7% 20.0% 13.3% 0.0% 6.7%

표 42 2구역 - 신축년도 

이상-미만
(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계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930-50
전체 46 49.0 18.5 86.9 199.6 37.1 844.4 
공장 2 39.7 39.7 39.7 494.9 145.5 844.4 

1950-70
전체 25 137.9 13.2 438.9 995.2 26.4 2,735.0 
공장 3 194.2 54.0 438.9 1193.0 309.4 2,735.0 

1970-80
전체 15 57.6 2.05 165.98 2210.9 199.6 14,448.9 
공장 4 59.6 42.4 91.5 325.1 277.5 366.7 

1980-90
전체 13 109.4 18 439.27 802.3 107.1 3,504.7 
공장 3 41.2 18.0 93.9 324.7 107.1 569.6 

1990-2000
전체 8 51.1 20.35 95.91 458.2 215.1 586.1 
공장 2 43.8 20.4 67.3 508.0 556.9 459.1 

2000 이후
전체 5 29.7 7.5 48.92 98.4 53.0 186.6 
공장 0 - - - 0 - -

자료 없음
전체 9 - - - - - -
공장 1 - - - - - -

합계
전체 121 72.4 2.05 439.27 794.1 26.4 14,448.9 
공장 15 75.7 18.0 438.9 569.1 107.1 2,735.0

표 43 2구역 - 건축년도 별 건축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 68 -

주용도

전체 봉제공장

표 44 2구역 - 건축물 용도 

지층 1층 2층 3층 4층 합계

2구역 3 4 8 4 0 19

비율 15.8% 21.1% 42.1% 21.1% 0.0% 100.0%

표 45 2구역 - 층별봉제공장 현황

• 건축물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구역 내에서 단독주택이 가장 많으며 근생 및 

소매점 용도가 창신길 변과 창신시장길 변에 위치하며, 상업용도
의 건물인 판매시설용도의 건물은 창신길 초입부와 동대문역 인근 
지역에 나타난다. 봉제공장은 근생 및 소매점에 8개소,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에 3개소 나타나며 나머지는 다가구
용도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창신시장길에 근생용도의 건물에는 
시장상점이 위치하기 때문에 공장이 위치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동대문역에 인접한 부분은 판매시설 용도의 대형 건축물이 위치하
므로 공장이 입지하기 어렵다.

• 층별 봉제공장 현황
2구역 내 봉제공장은 2층에 주로 위치하는 분포를 보인다. 지

하층의 분포의 경우 블록내부의 다가구 주택용도의 건물과 창신시
장 길 변의 근생시설이며, 2층에 위치하는 봉제공장은 주로 창신
길 변에 위치한다. 4층에 이상으로 위치하는 공장은 구역 내에 나
타나지 않는다. 건물 당 봉제공장의 연면적 기준인 군집률 상으로
는 40-60%의 비율로 봉제공장의 군집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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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봉제공장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건물당 봉제공장 비율

  

표 46 2구역 - 층별봉제공장 현황

전체 가로 봉제공장 인접가로
구역 내 구역 외 구역 내 구역 외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2구역 3.7 1.4 5 7.5 6 8.2 5.6 2 5 7.5 8.2 8.2

표 48 2구역 - 가로현황

(%) 0-20 20-40 40-60 60-80 80이상 합계

2구역 1 4 8 1 1 *15

표 47 2구역 - 군집률 (*건축물대장상 자료 구득 불가로 4개 정보 누락)

3) 가로

• 가로폭
1구역 내부 가로의 평균 폭은 3.7m이며, 구역외 평균은 7.5m

이다. 구역 내에서 1.4m 폭의 좁은 소가로가 막다른길 형태로 위
치하고 있으며, 도심형 한옥이 밀집된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봉
제공장이 인접한 구역 내 가로의 최소 폭은 2m이며 최대 폭은 
8.2m로 창신길의 가로 너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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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m 3m 4m 5m 6m 7m 8m 평균

2구역 3 0 6 2 1 0 9 3.0 

표 49 2구역 - 가로폭 별 봉제공장 접도수

가로폭

구역 내 구역 외

표 50 2구역 - 가로현황 - 가로폭

2구역의 봉제공장이 인접한 가로의 폭은 평균 3m이다. 이 값
은 2구역 내 봉제공장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평균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평균값보다는 8m가로와 4m가로에 인접한 봉제공장이 
가장 많다.

그림 57 2구역 창신3길,  창신1길봉제공장과 도심형한옥 가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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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3구역

그림 58 3구역

3구역은 서측 낙산성곽동길과 창신길, 창신4길을 구역의 경계
로 하는 구역이다. 총 110개의 건물이 있으며 이 중 봉제공장은 
40개 건물에 위치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프로젝트로 봉제거리 박물
관이 조성된 지역이다. 창신동 내에서 공장이 특히 많이 밀집된 
지역이며 공장의 규모도 다른 구역에 비해 큰 종합공장이 많다. 
공장은 낙산성곽동길 창신4나길(1)에 가로변에 인접하여 연속적 
군집형태를 보이고, 창신4가길과 창신4나길(2) 사이에는 통과 블
록형 군집과 가로형 군집이 혼합적으로 나타난다.

군집형태 연속 가로형 통과 블록형

분포블록
개념도

위치 낙산성곽동길 서측(창신4나길) 창신길 서측 블록

표 51 3구역 - 군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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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지

필지형상 필지지형 필지이용

표 52 3구역 - 필지 – 형태, 지형, 용도

3구역의 필지는 부정형, 사다리형, 자루형, 장방형, 정방형의 형태
가 있으며, 장방형의 필지가 가장 많다. 지형은 장방형의 필지가 있는 
곳은 평지지형이며, 구역 좌측에 부정형 필지와 사다리형, 장방형필지
가 보이는 작은 필지의 규모가 보이는 곳에서 경사가 나타난다. 토지
의 이용은 창신길 변으로 상업용도가, 구역내부 격자형으로 구획된 
곳은 다세대 및 단독주택, 좌측의 부정형 필지가 나타나는 쪽은 길 
변으로 다세대 주택, 안쪽으로는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포한다. 

• 필지규모
표 54를 보면, 3구역에는 9.6㎡에서 628㎡까지 의 필지가 있으며, 

0-90㎡의 필지가. 5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봉제공장이 가
장 많이 위치하는 필지의 규모도 0-90㎡구간이며, 16개의 필지가 있다. 
봉제공장은 150-200㎡의 구간에 12개로 두 번째로 많이 위치한다. 
0-90㎡구간의 공장은 16개로 구역 좌측의 창신4나길 변의 작은 필지 
조직에 공장이 위치하며, 150-200㎡구간의 공장은 12개로 창신4가길 
변에 위치한다. 500㎡이상의 필지는 창신길 변의 필지로 4층 규모의 상
업용 시설로 은행이 위치하며 같은 건물의 1층을 사용하며 봉제관련 부
자재를 판매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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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규모

전체 봉제공장

표 53 3구역 - 필지 - 규모(도)

이상
-미만
(㎡)

구분 계 전체비율 구간비율
(공장/전체)

평균 최소면적 최대면적

0-90
전체 67 53.6%

26.9%
41.6 9.6 89.3

공장 16 39.1% 45.7 10.6 83.6

90-150
전체 17 13.6%

35.3%
120.4 94.9 149.8

공장 6 13.0% 114.1 94.9 149.8

150-200
전체 34 27.2%

47.1%
162.5 150.3 196

공장 12 34.8% 159.9 151.1 174.2

200-300
전체 6 4.8%

83.3%
233.9 213.9 278.3

공장 5 10.9% 237.9 215.5 278.3

300-500
전체 0 0.0%

0.0%
- - -

공장 0 0.0% - - -

500-
전체 1 0.8%

100.0%
628.8 628.8 628.8 

공장 1 2.2% 628.8 628.8 628.8

합계
전체 125 100.0%

36.8%
99.1 - -

공장 40 100.0% 127.9 - -

표 54 3구역 - 필지 - 규모

구간별 공장의 비율로는 200-300㎡구간에서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6개의 필지 중 5개의 필지에 공장이 위치한다. 전
구간의 전체필지와 공장필지의 면적평균값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최대값과 최소값 역시 비슷하다. 3구역에는  90㎡미만의 과소필지
에 위치하는 공장수와 150-300㎡필지에 있는 공장수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중규모공장이 입지하기 좋은 필지의 규모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공장들이 다수 밀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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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물수

봉제공장
건물수

비율
전체

연면적
봉제공장
연면적

비율

3구역 110   40 36.4% 62,948.0 10,443.5 20.4%

표 55 3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물

건축면적
전체 건물 봉제공장 건물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3구역 69.2 9.9 222.0 69.6 15.3 182.3 

표 56 3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면적

2) 건축물

• 일반현황
3구역에는 총 110개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40개의 건물에 

공장이 위치하며 36.4%의 비율을 차지한다. 전체 연면적당 공장 
연면적의 비율은 20.4%이다. 

• 건축규모
3구역의 평균 건축면적은 69.2㎡이며 최대 면적 222.0㎡으로 

창신길 변의 상업용 시설의 면적이다. 공장이 위치한 건물의 평균
규모는 69.6㎡이며 최소값은 15.3㎡, 최대값은 182.3㎡이다.

전체건물 중 최소 건축면적은 9.9㎡이며, 봉제공장의 최소건축
면적은 15.3㎡로 모두 창신4나 길 변에 위치한다.

• 건축년도
3구역에는 1930-50년대 지어진 건물은 없으며, 90-2000년대

에 지어진 총 110개중 28개로 건축물이 가장 많다. 이 건물들은 
창신 4가길 변의 건물들로 지하층, 1층과, 2층 부를 근생용도나 
소매점의 용도로 쓰는 건물들로, 봉제공장이 총40개중 12개로 비
율 30.0%를 차지하며 공장이 가장 많이 위치한다. 90-2000년대 
다음으로 50-70년대 지어진 건물이 전체 110개중 27개로 24.5%
로 두 번째로 많으며, 봉제 공장역시 총40개중 10개로 25.%를 차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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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년도

전체 봉제공장

표 57 3구역 - 신축년도 별 건축물 현황 

그림 59 ➀창신4나길(1) 

변 공장 (지층,1층)

  
그림 60 ➁창신4나길 

(2)변 공장 (1층)

그림 61 ➂창신길변 공장 (전층)

구분
1930
-50

1950
-70

1970-
80

1980
-90

1990
-2000

2000 
이후

자료
없음

합
계

전체
계 0 27 9 17 28 11 18

110
비율 0.0% 24.5% 8.2% 15.5% 25.5% 10.0% 16.4%

공장
계 0 10 3 8 12 3 4

40
비율 0.0% 25.0% 7.5% 20.0% 30.0% 7.5% 10.0%

표 58 3구역 - 신축년도

각 건축시기별로 건축면적의 평균, 최소, 최대값을 보면, 전체
건물 중 70-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9.9㎡로 가장 규모가 작으
며, 50-7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가장 넓은 건축면적을 보이며 
창신길 변에 위치하고 있다. 봉제공장의 최소건축면적은 15.3㎡이
며 최대 182.3㎡로 각각 창신4나길, 창신길에 위치한다. 봉제공장
은 90-2000년대 건물에 가장 많이 위치하며 전체 28개중 12개
로 평균 71.9㎡, 최소 53.4㎡, 최대 115.9㎡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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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전체 봉제공장

표 60 3구역 - 건축물용도

이상-미만
(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계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930-50
전체 0 - - - - - -

공장 0 - - - - - -

1950-70
전체 27 80.4 36.0 222.0 302.1 71.9 1,653.1 

공장 10 70.5 36.0 163.1 351.7 71.9 1,166.2 

1970-80
전체 9 55.0 9.9 115.5 233.2 19.8 328.7 

공장 3 59.7 45.6 85.9 212.3 91.1 1,145.4 

1980-90
전체 17 48.2 19.8 126.6 351.0 39.7 1,145.4 

공장 8 45.0 15.3 126.6 648.5 338.0 1,145.4 

1990-2000
전체 28 80.8 12.2 146.0 501.0 49.0 965.9 

공장 12 71.9 53.4 115.9 693.8 348.9 893.4 

2000 이후
전체 11 81.7 36.8 84.6 1,077.8 438.7 2,537.9 
공장 3 101.2 36.8 182.3 1,478.6 368.2 2,537.9 

자료없음
전체 18 - - - - - -
공장 4 - - - - - -

합계
전체 110 69.2 9.9 222.0 493.0 19.8 2,537.9

공장 40 69.6 15.3 182.3 677.0 71.9 2,537.9 

표 59 3구역 - 건축년도 별 건축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 건축물용도

근생 및 소매점의 용도가 창신4가길과 창신4나길에 위치하며, 
창신4나길 좌측 블록에는 소규모의 단독주택용도의 건물들이 위
치한다. 봉제공장은 근생 및 소매점의 지하층, 1층부에 주로 위치
하며, 단독용도의 건물의 공장들은 1층에 주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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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1층 2층 3층 4층 합계

3구역 16 47 13 5 3 83

비율 19.8% 58.0% 16.0% 6.2% 0.0% 100.0%

표 62 3구역 - 층별 봉제 공장 현황

(%) 0-20 20-40 40-60 60-80 80이상 합계

3구역 5 17 7 4 7 40

표 63 3구역 - 군집률

층별 봉제공장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건물당 봉제공장 비율

표 61 3구역 - 층별 봉제 공장 현황(도)

• 층별 봉제공장 현황

3구역의 공장의 사업체수는 총83개로 공장은 1층에 47개로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지층과 2층에 각각, 16개, 
13개가 위치한다. 창신길 1개, 창신4가길에 2개의 건물은 전 층을 
모두 공장으로 사용하는 위치한다. 건물 당 공장의 연면적은 
20-40%의 비율의 건물이 17개로 가장 많으며, 40-60%와 80%
이상의 비율의 건물은 각각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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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로 봉제공장 인접가로
구역 내 구역 외 구역 내 구역 외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3구역 3.8 2.0 6.5 6.5 3.3 8.2 5 3.7 6.5 6.3 4 8.2

표 64 3구역 - 가로현황

가로폭

구역 내 구역 외

표 66 3구역 가로현황 - 가로폭

3) 가로
• 가로폭
3구역 내부 가로의 평균 폭은 3.8m이며, 구역 외 평균은 6.5로 

내부가로의 폭이 2.7m좁게 나타난다. 전체 가로의 구역 내의 최
소 폭은 2m이며, 공장이 인접한 구역 내 가로는 3.7m로 전체가로
의 최소폭 보다 높다. 구역 외 길은 창신길과 낙산성곽동길로 약 
8m너비로 창신2동 내에서 가장 넓은 폭에 길이다. 

(개) 2m 3m 4m 5m 6m 7m 8m 평균

3구역 0 1 25 4 12 1 6 7

표 65 3구역 - 가로폭 별 봉제공장 접도수

가로의 너비별 봉제공장 인접빈도는 4m길에서 25회로 가장 많
으며, 다음으로 6m너비의 길에 12회 인접한다. 인접의 비율이 높
은 길들은 구역 내에 분포하는 4m, 6m의 길이며, 구역외의 길에
서 가장 많이 인접한 길은 창신길로 8m도로에 6회 인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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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3구역 가로환경 

창신4나길(2)

  
그림 63 3구역 가로환경 

창신4가길
그림 64 3구역 가로환경 

창신4나길(2)

3.3.4. 4구역

그림 65 3구역 

4구역은 창신동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에 창신길, 남측
에 창신5길, 북측에 창신6가길이 구역 경계가 된다. 총 177개의 
건물 중 69개에 봉제공장이 위치한다. 봉제공장은 구역 서측 창신
길변과, 창신5가길과 창신5나길을 중심으로 연속 가로형 군집형태
를 나타내며 창신5다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어있는 가로변을 
중심으로 통과 블록형 군집을 보인다. 구역의 동측으로 갈수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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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형태 필지지형 토지이용

표 68 4구역 - 필지 – 형태, 지형, 용도

사와 가로에 계단이 나타나며, 건축물은 쪽방이나 도심형 한옥이 
밀집한 구역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부근에는 봉제공장이 밀집하
지 않는다. 

군집
형태

연속 가로형 불연속 가로형 통과 블록형

분포
블록

개념도

위치
창신길 동측, 

창신5나길 양측 
창신5가길, 창신5길

창신5길과 창신5다길
 사이 블록

표 67 4구역 - 군집유형

1) 필지

• 형태, 지형, 토지이용

4구역의 필지는 창신길 변으로 부정형과 사다리형이 많이 분포
하며, 창신5나길 변으로는 사다리형이 많다. 지형은 창신5다길의 
우측으로 올라갈수록 경사지형이 나타나며, 사다리형태의 필지가 
많이 분포한 창신5나길 과 창신5다길 하부에는 평지이다. 평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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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규모

전체 봉제공장

표 69 4구역 - 필지 - 규모(도)

사다리형이나 장방형의 필지형태를 보이는 곳에 공장이 주로 분포
한다. 필지 지형 상으로 창신5다길의 중간을 봉제공장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기점으로 경사가 급해지고, 계단이 
위치한다. 필지의 용도를 보면 창신길과 창신5나길 변으로 각각 
상업용도와 주상용도의 토지이용이 분포하며, 구역의 우측으로 갈
수록 다세대, 단독주택의 이용을 보인다. 필지는 구역 내 전반에 
규모에 따른 차이 없이 장방형, 사다리형 등의 정형적 형태가 많
다. 

• 필지규모
4구역의 필지규모는 3.3㎡에서 422.2㎡까지 분포하며, 다른 지역

과 마찬 가지로 0-90㎡구간의 과소필지들이 총 184개중 96개로 
52.2%의 비율을 보이며 가장 많다. 봉제공장은 90-150㎡의 규모에 
가장 많이 위치하며, 총 공장필지 52개중 30개로 52.6%에 달한다. 
구간별로 공장이 위치한 필지의 비율을 보면 200-300㎡의 구간에
서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 구간의 전체 필지 수는 
9개이며 이중 공장이 6개 필지에 위치한다. 다음으로는 90-150㎡구
간이 55.%로 총20개중 11개의 필지에 공장이 위치한다. 공장이 총 
개수로는 90-150㎡에 41.7%, 0-90㎡구간 34.7% 순서로 많이 분포
하고, 구간 당 비율상으로는 200-300㎡66.7% 150-200㎡ 55%순서
로 공장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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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물수

봉제공장
건물수

비율
전체

연면적
봉제공장
연면적

비율

4구역 177 69 39.0% 104,303.8 15,421.4 17.8%

표 71 4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물

필지의 규모가 중대형 규모의 필지는 300-500㎡구간에 2개, 500㎡
이상의 필지는 없으며, 공장은 300-500이상㎡구간에서는 위치하지 않
는다. 90-300㎡까지 중소규모와 중규모 필지에 공장이 많이 위치한다.

이상
-미만
(㎡)

구분 계
전체비

율
구간비율

(공장/전체)
평균 최소면적 최대면적

0-90
전체 96 52.2%

26.0%
62.1 3.3 89.3

공장 22 34.7% 63.6 3.3 86

90-150
전체 57 31.0%

52.6%
116.6 91.6 149.4

공장 30 41.7% 116.9 91.6 149.4

150-200
전체 20 10.9%

55.0%
178.1 152.1 198.4

공장 11 15.3% 178.0 155.4 198.4

200-300
전체 9 4.9%

66.7%
223.8 204.9 273.1

공장 6 8.3% 221.3 204.9 251.6

300-500
전체 2 1.1%

0.0%
371.5 320.7 422.2

공장 0 0.0% - - -

500-
전체 0 0.0%

0.0%
- - -

공장 0 0.0% - - -

합계
전체 184 100.0%

39.1%
102.9 - -

공장 69 100.0% 116.4 - -

표 70 4구역 - 필지 - 규모

2) 건축물
• 일반현황
4구역에는 총 177개의 건물 중 69개의 건물에 봉제공장이 위

치한다. 비율상으로는 39.0%이며, 전체 연면적당 공장 연면적 비
율은 17.87%이다. 해당구역 전체 건축물의 평균 건축면적은 
355.6㎡이며 최소 건축물은 4.3㎡ 최대 781.9㎡, 각각 창신5다길 
우측끝과, 창신길 변에 위치한다.  

  
봉제공장의 평균 면적은 56.7㎡이며 최소 크기의 공장은 14.6

㎡로 창신5나길에 위치하며, 최대 규모인 215.4㎡의 건물은 창신
길 변에 위치한다. 4구역의 공장건물은 전체건물의 최소값 보다는 
크고 최대값 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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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전체 건물 봉제공장 건물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4구역 56.9 4.3 781.9 56.7 14.6 215.4 

표 72 4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면적

건축년도

전체 봉제공장

표 73 4구역 - 신축년도 별 건축물 현황 

• 건축년도
구역 중앙에는 1990-2000년대에 지어진 근생 및 소매용도의 

건물이 분포하고 구역의 오른쪽 끝에는 30-50년대에 지어진 소
규모 한옥이 분포한다. 공장이 다수 밀집한 창신5나길 변으로는 
80-90년대의 건물들이 있다. 소규모 30-50년대에 지어진 구역
에는 봉제공장이 위치하지 않으며 창신5나길 변으로 1개의 건물
에 공장이 위치하며 창신5가길 변과 창신5나길 변으로 각각 1개
의 건물에 봉제공장이 위치한다. 

4구역의 공장은 80-90년대에 신축된 건물에 많이 위치하며 
69개중 30개로 43.5%의 비율을 차지한다. 전체 건물수도 80-90
년대 건물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90-2000년대의 건물이 전
체 40개, 그 중 공장이 18개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전체 건물 중 30-50년대 건물은 40개로 22.6%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봉제공장은 이중 4개에 위치하는데 경사가 
완만한 창신4나길 변의 건물에 공장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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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①창신6길에 

위치한 봉제공장 (1층)

  
그림 67 ②창신길에 위치한 

봉제공장 (1층)
그림 68 ③창신5나길에 

위치한 봉제공장 (1층)

그림 69 ④창신길에 위치한 봉제공장 

(1층)

  
그림 70 ⑤창신5길에 

위치한 봉제공장 (1층)

구분
1930
-50

1950
-70

1970-
80

1980
-90

1990
-2000

2000 
이후

자료
없음

합
계

전체
계 40 21 17 41 40 11 7

177
비율 22.6% 11.9% 9.6% 23.2% 22.6% 6.2% 4.0%

공장
계 4 3 7 30 18 5 2

69
비율 5.8% 4.3% 10.1% 43.5% 26.1% 7.2% 2.9%

표 74 4구역 - 신축년도 

공장이 가장 많이 위치하는 80-90년대의 건물을 보면 전체 건
물의 면적이 66.5㎡, 공장이 위치한 건물의 면적이 73.1㎡로 더 
높게 나타난다. 80-90년대의 전체 건물의 최소값은 13.0㎡, 최대
값은 112.9㎡이며, 공장은 최소값 30.6㎡, 최대값 215.4㎡로 공장
의 최소크기는 전체 건물의 최소규모보다 크고, 최대값은 같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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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만
(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계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930
-50

전체 40 38.7 19.8 64.0 81.0 39.7 231.3 

공장 4 37.6 23.1 43.0 80.3 46.3 93.0 

1950
-70

전체 21 70.6 14.0 224.8 222.3 28.1 469.2 

공장 3 50.2 16.5 107.8 203.5 66.1 266.1 

1970-
80

전체 17 43.9 4.3 119.3 232.6 26.4 703.4 

공장 7 51.1 14.6 119.3 303.9 54.3 703.4 

1980
-90

전체 41 66.5 13.0 215.4 481.4 96.0 1,301.3 

공장 30 73.1 30.6 215.4 602.0 231.7 1,301.3 

1990
-2000

전체 40 70.1 19.8 781.9 610.5 109.7 1,625.8 

공장 18 68.3 46.0 121.6 659.1 287.3 1,625.8 

2000 
이후

전체 11 51.4 15.4 143.5 388.1 34.6 1,113.7 
공장 5 59.9 15.4 143.5 442.4 34.6 1,004.2 

자료
없음

전체 7 - - - - - -
공장 2 - - - - - -

합계
전체 177 56.9 4.3 781.9 336.0 26.4 1,625.8 

공장 69 56.7 14.6 215.4 381.9 34.6 1,625.8 

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규모가 작고 접근이 어려운 블
록내부 깊숙한 좁은 가로변에 위치한다. 따라서 공장이 입지하기 
어렵고, 70-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주로 구역의 서측블록인 
창신길, 창신5가길, 창신5나길 변에 위치하며, 90년대 이후에 지
어진 건물은 블록의 중앙 부분인 창신5다길 근처에 위치하는데, 
중규모이며 저층부 공간을 전용할 수 있는 점포전용 주택이 위치
해 있다. 이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에 공장이 가장 많이 위치하는 
것으로 해당 구역 내에는 중규모 공간을 선호하는 공장들이 다수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5 4구역 - 건축년도 별 건축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 건축물용도
표 76를 보면4구역의 건물의 용도는 근생 및 소매점, 단독주택, 다

가구 주택으로 나타나며 근생 및 소매점에 주로 공장이 위치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구역의 서측 블록과 동측 블록의 경우 용도의 분포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블록의 동측으로 갈 수록 단독택지가 밀집해 있으
며, 서측의 창신길 변에 가까운 쪽으로 근생 시설과 주상겸용건물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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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전체 봉제공장

표 76 4구역 - 건축물 용도

층별 봉제공장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건물당 봉제공장 비율

표 77 4구역 - 층별 봉제공장 현황

포한다. 구역의 블록 깊이가 깊은 만큼 건물의 용도 면에서 공간적으로 
구분이 되며, 봉제공장의 군집양상역시 근생시설이 밀집된 쪽이 단독주
택 밀집블록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 층별 봉제공장 현황

4구역 내 봉제공장은 총사업체 수 114개중 52개가 1층에 
44.1%로 가장 많이 위치하며, 지하층은 39개로 33.1%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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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1층 2층 3층 4층 합계

4구역 39 52 18 5 4 114

비율 33.1% 44.1% 15.3% 4.2% 3.4% 100.0%

표 78 4구역 - 층별봉제공장 현황

(%) 0-20 20-40 40-60 60-80 80이상 합계

4구역 7 26 17 6 13 69

표 79 4구역 - 군집률

공장이 많이 위치하는 층수이다. 4층에 공장이 위치한 사업체는 
모두 창신5가길 변으로 4개소 있으며, 모두 근생 및 소매점 용도
이다. 

건물 전체 연면적 당 공장의 연면적 기준으로 공장의 밀집률을 
보면 20-40%의 비율의 건물이 가장 많으며, 분포는 창신길 변과 
창신5나길, 창신5길 변으로 분포한다. 80%이상의 군집률을 보이
는 건물은 창신5가길, 창신5길에 위치한다. 

3) 가로

• 가로폭
4구역 내부의 전체 가로의 평균 폭은 3.0m이며 구역 외 평균

은 7m로 내부 가로의 폭이 평균 4m좁게 나타난다. 구역의 중심
을 가로지르는 길이 2m폭의 좁은 가로이며 구역의 우측 끝에는 
도심형 한옥사이로 나타나는 0.8m 좁은 골목길이 다수 분포한다. 
공장이 구역 내에서 인접하는 가로의 평균폭은 3.8m로 구역 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며, 최대폭은 4.2m로 같다.  공장이 인접한 
가로의 최소폭은 3.1m, 최대 폭은 4.2m이다.

전체 가로 봉제공장 인접가로
구역 내 구역 외 구역 내 구역 외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4구역 3.0 0.8 4.2 7 4.3 8.3 3.8 3.1 4.2 6.3 5 8.3

표 80 4구역 - 가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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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폭

구역 내 구역 외

표 82 4구역 - 가로현황 - 가로폭

표 81에서 공장이 인접한 가로의 폭으로 인접빈도를 보면 4m
도로에 44회, 6m 도로에 22회 순으로 나타나며 8m도로가 다음 
순으로 11회로 나타난다. 8m 도로의 경우 구역 외 가로로 창신길
과 창신5길에 접하는 빈도가 높으며, 4m의 경우 창신5길 변 상하
로 뻗어있는 가로에 접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개) 2m 3m 4m 5m 6m 7m 8m 평균

4구역 3 4 44 5 22 2 11 13

표 81 4구역 - 가로폭 별 봉제공장 접도 수

2m 가로에도 3회 인접하는데, 이 길은 창신5가길에서 창신6가
길로 구역 외 좌측 상부에 위치한 가로로 이다. 구역의 우측 끝에 
있는 2m가로에는 봉제공장의 인접 횟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 창신5다길 남측방향 

가로환경 촬영

그림 72 창신5다길 동측방향 

가로환경 촬영
그림 73 창신5다길 동측 끝 

가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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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5구역

그림 74 5구역

5구역은 266개의 건물 중 71개의 건물에 봉제공장이 위치한
다. 창신길 변과, 창신6다길, 창신6길(1) 변으로 봉제공장이 밀집
한다. 창신6(2)길 쪽으로 공장의 적게 밀집한다. 창신길과 창신6
길 변으로 연속 가로형 군집형태를 보이, 창신6다길 변으로 불연
속가로형 군집이 나타난다. 창신길에 인접의 공장은 블록은 통과 
블록형 군집의 형태를 보인다.

군집
형태

연속 가로형 불연속 가로형 통과 블록형

분포
블록

개념도

위치 창신길, 창신6길(1) 창신6다길
창신길과 창신6다길 사이 

블록

표 83 5구역 - 군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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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형태 필지지형 토지이용

표 84 5구역 - 필지 – 형태, 지형, 용도

1) 필지

• 형태, 지형, 토지이용

5구역의 필지는 부정형, 사다리형, 삼각형, 자루형, 장방형, 정
방형 모든 형태가 나타난다. 구역의 우측으로 갈수록 지형이 가파
르며, 창신길 변으로 지형이 완만하다. 지형이 가파른 곳에 부정
형의 필지가 다수 위치하며, 공장은 사다리형의 평지에 가장 많이 
위치하며 다음으로 장방형의 필지에 많다. 창신6나길 서측구역의 
넓은 필지에는 당고개 공원, 공영주차장, 창신동 도시텃밭의 필지
이다. 필지이용계획은 창신길 변으로 주상용도의 건물들이 밀집하
며, 구역의 내부 중앙의 창신6다길과 창신6길(1) 변으로는 단독 
및 주거 기타 용도이다. 창신길 변 부정형 필지에는 연립의 연립 
주택이 위치하며, 이곳에 공장은 연립 주택의 필로티 공간을 공장
으로 이용하고 있다. 필지형상이 부정형적이지 않고 경사가 완만
하며 주상용도를 겸하는 구역에 봉제공장이 위치하며, 단독 및 주
거용도의 지역에도 봉제공장은 다수 밀집한다. 건물의 저층부에 
근생용도를 겸하는 주상겸용주택이기 때문에 공장이 위치하기 좋
은 조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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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규모

필지 규모

전체 봉제공장

표 85 5구역 - 필지 - 규모(도)

이상
-미만
(㎡)

구분 계
전체비

율
구간비율

(공장/전체)
평균

최소면
적

최대면
적

0-90
전체 160 56.5%

18.8%
46.7 1.3 89.6

공장 28 39.5% 60.6 23.1 89.3

90-150
전체 78 27.6%

34.6%
118.6 90.2 149.8

공장 24 35.5% 119.8 91.6 148.8

150-200
전체 19 6.7%

52.6%
177.9 158.1 199.3

공장 10 13.2% 181.7 158.1 199.3

200-300
전체 15 5.3%

40.0%
235.7 205.7 281

공장 6 7.9% 232.9 206.3 281

300-500
전체 6 2.1%

16.7%
394.8 315.7 477

공장 1 1.3% 320.0 320.0 320.0

500-
전체 5 1.8%

40.0%
1,124.8 574.9 2310.4

공장 2 2.6% 1578.1 845.7 2310.4

합계
전체 283 100.0%

26.9%
111.8 - -

공장 71 100.0% 154.5 - -

표 86 5구역 - 필지 - 규모

표86을 보면 5구역의 필지는 총 283개로 그중 공장이 71개를 
차지하며 26.9%의 비율이다. 가장 많은 규모의 필지는 0-90㎡로 
전체 283개중 160개로 56.5%의 비율을 보인다. 공장도 0-90㎡에 
가장 많이 위치하며 총 71개중 28개로 39.5%를 차지한다. 90㎡미
만의 과소필지는 구역의 중앙 창신6길(2)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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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5구역 공영주차장에서 본 
창신동 전경(1)

그림 76 5구역 공영주차장에서 본 
창신동 전경(2)

90㎡의 필지는 창신6길(2)뿐 아니라 창신길 동측 블록에도 분포한
다. 같은 과소필지이더라도 공장은 블록의 안쪽 깊은 곳의 경사가 
가파른 창신6길(2)변보다 창신길 변에 주로 위치하는 것을 볼수 있
다.

구간별 공장의 비율은 150-2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전
체 필지 19개중 10개가 공장이 위치한 필지로 52.6%의 비율이
다. 다음으로는 200-300㎡의 구간에서 40.0%의 비율을 보이며 
전체 15개중 6개의 필지에 공장이 위치한다. 전체구간에서는 공장
수가 76개중 30개로 0-90㎡구간에 가장 많지만, 구간상의 비율
로는 전체 160개의 필지중 30개로 18.8%로 구간비율 상으로는 
가장 낮게 나타난다. 

구역 내 최대 필지면적은 2,310.4㎡으로 앞서 구역 우측, 창신
6가길 좌측의 공영주차장과 당고개 공원이 위치한 필지이다. 공장
이 위치한 필지의 최소 면적은 23.1㎡로 90㎡미만의 필지가 밀집
한 구역 중앙에 위치하며, 공장의 최대면적은 2,310.4㎡로 창신길 
변 부정형 필지로 연립주택의 1층 필로티공간을 사용하는 공장이 
위치한다. 공장이 위치한 필지의 전체 평균은 154.5㎡이며 구역전
체의 필지평균은 111.8㎡로 공장이 위치한 필지평균이 더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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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물수

봉제공장
건물수

비율
전체

연면적
봉제공장
연면적

비율

5구역 266   71 27.4% 65,172.5 12,855.6 12.3%

표 87 5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물

건축면적
전체 건물 봉제공장 건물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5구역 59.5 7.3 317.3 70.4 10.0 150.4 

표 88 5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면적

건축년도

전체 봉제공장

표 89 5구역 - 신축년도 별 건축물 현황

2) 건축물

• 일반현황
5구역에는 총 266개의 건물이 있으며 이중 71개 건물에 공장

이 위치하며 비율상으로는 27.4%를 보인다. 연면적 비율로는 
12.3%의 비율을 차지한다. 

5구역 건물의 평균 건축면적은 59.5㎡ 이며 최소 7.3㎡ , 최대 
317.3㎡로 나타난다. 공장 건물의 평균 규모는 70.4㎡, 최소 10.0
㎡, 최대 150.4㎡ 이다. 공장건물의 평균건축면적은 구역 내 전체 
건축면적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며, 건축면적의 최대값도 작게 
나타난다.

• 건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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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①5구역 

창신길 공장건물 

(1층)

  
그림 78 ➁5구역 

창신길 공장건물 

(지층, 1층) 

그림 79 ➂5구역 

창신6길 공장건물 

(1층)

그림 80 ➃5구역 창신6길 

공장건물 (지층)

5구역에는 70-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전체 중 138개로 가장 
많으며 구역 내 중앙의 과소필지들이 밀집한 곳에 주상겸용용도가 
아닌 주택용도 전용의 건축물들이 위치한다. 창신11길 변과 창신6
가길 변에도 주거전용 건물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이 건물에는 
봉제공장이 입지하지 않는다. 봉제공장의 경우 총71개의 공장건물 
중 80-90년대에 지어진 건물 31개에 봉제공장이 위치한다. 이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구역의 서측 창신길 변과 창신6다길 
변에 분포한다.  

구분
1930
-50

1950
-70

1970-
80

1980
-90

1990
-2000

2000 
이후

자료
없음

합
계

전체
계 7 16 138 48 28 3 26

266
비율 2.6% 6.0% 51.9% 18.0% 10.5% 1.1% 9.8%

공장
계 0 2 20 31 12 0 6

71
비율 0.0% 2.8% 28.2% 43.7% 16.9% 0.0% 8.5%

표 90 5구역 - 신축년도

5구역 내에는 총 266개의 건물이 있으며 그 중 71개의 건물에 
공장이 위치한다. 구역 전체에서 70-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138개로 가장 많으며 51.9%의 비율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90-80년대 건물이 48개로 10.5%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이다. 
공장이 위치한 건물은 80-90년대 건물이 가장 많으며 총 71개중 
31개로 43.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70-80년대 구간에 20개
로 28.2%의 비율로 두 번째로 많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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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전체 봉제공장

표 92 5구역 - 건축물 용도

이상
-미만
(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계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930
-50

전체 7 36.8 29.8 48.3 82.7 59.5 146.0 
공장 0 - - - - - -

1950
-70

전체 16 47.5 7.3 161.5 241.4 14.5 732.1 
공장 2 52.6 39.6 39.6 565.1 398.2 732.1 

1970-
80

전체 138 58.2 10.1 163.3 290.9 35.4 1,159.0 
공장 20 71.3 25.3 141.0 420.2 50.6 1,159.0 

1980
-90

전체 48 74.5 10.0 317.3 428.5 39.7 996.3 
공장 31 78.5 10.0 150.4 576.6 185.5 996.3 

1990
-2000

전체 28 63.2 26.4 121.3 781.9 166.4 4,727.6 
공장 12 79.4 36.5 117.0 1,138.2 225.1 4,727.6 

2000 
이후

전체 3 76.5 65.3 82.7 1,870.0 1,291.4 2,952.6 
공장 0 - - - - - -

자료
없음

전체 26 - - - - - -
공장 6 - - - - - -

합계
전체 266 59.5 7.3 317.3 615.9 14.5 4,727.6 
공장 71 70.4 10.0 150.4 675.0 398.2 4,727.6

표 91 5구역 - 건축년도 별 건축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표 91을 보면, 공장이 71개중 31개로 가장 많이 위치하는 
80-90년대 구간에서는 공장이 위치한 건물의 평균 건축면적이 
78.5㎡,, 최소 10.0㎡, 최대 150㎡로 나타난다. 건물 전체의 값은 
평균, 74.5㎡, 최소 10.0㎡, 최대 317.3㎡로 최소값은 갖고 최대
값은 공장의 건축면적이 더 좁다. 

• 건축물용도



- 96 -

층별 봉제공장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건물당 봉제공장 비율

표 93 5구역 - 층별 봉제공장 현황(도)

지층 1층 2층 3층 4층 합계

5구역 28 58 14 6 0 106

비율 26.4% 54.7% 13.2% 5.7% 0.0% 100.0%

표 94 5구역 - 층별 봉제공장 현황

5구역의 건물용도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
생, 다가구, 다세대, 기타 판매 및 영업 순이다. 봉제공장이 위치한 
건물만 보면 근생 및 소매점용도의 건물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다
음으로 단독주택용도, 다가구, 다세대 순으로 공장이 위치한다. 공장
이 주로 위치하는 근생 및 소매점 용도는 창신길과 창신6다길 변에 
많이 있으며 구역 내부의 창신6다길과 창신 6길에도 위치한다. 

• 층별 봉제공장 현황
5구역 내에서 공장은 총 106개로 각각 1층에 58개 26.4%, 지

하층에 58개 54.7% 2층에 14개 13.2%의 분포를 보인다. 지하층
과 1층에 위치한 공장의 분포는 창신길과 구역 내부의 중앙까지 
고루 분포하며, 3층을 사용하는 공장은 창신길 변과 창신6가길 변
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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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20-40 40-60 60-80 80이상 합계

5구역 14 23 15 5 11 71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봉제공장의 연면적 비율로 건물당 
공장의 군집률 나타낸 표97을 보면 5구역에서는 20-40%비율의 
공장이 71개중 23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다음으로 40-60%비
율의 구간에 공장은 15개이다. 80%이상의 군집률을 나타내는 공
장건물은 창신11길과 창신길, 창신6길에 분포하며, 20%미만의 군
집률을 보이는 공장은 구역 내부와 창신8길의 연립주택 건물이다.

표 95 5구역 - 군집률

3) 가로

• 가로폭
5구역 내부의 전체 가로의 평균 폭은 3.5m이며, 봉제공장과 인

접한 가로의 평균 폭은 4.3m로 전체가로의 평균 폭보다 넓게 나
타나며, 구역 내 최소 가로 폭은 0.7m, 공장이 인접한 가로의 최
소 폭은 3.9m이다. 전체 가로의 구역 외 평균은 6.5m, 공장이 인
접한 가로는 7m로 전체 가로의 평균보다 넓다. 전체가로에서 구
역 외 가로는 평균 6.5m, 최소 폭 3.4m, 최대폭 10.2m이며, 공장
인접가로는 평균 7.2m, 최소 5m, 최대 10.2m로 나타난다. 

전체 가로 봉제공장 인접가로
구역 내 구역 외 구역 내 구역 외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5구역 3.5 0.7 7.2 6.5 3.4
10.
2

4.3 3.9 7.2 7 5
10.
2

표 96 5구역 - 가로현황

(개) 2m 3m 4m 5m 6m 7m 8m 평균

5구역 14 4 38 13 2 9 5 12.1  

표 97 5구역 - 가로폭 별 봉제공장 접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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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폭

구역 내 구역 외

표 98 5구역 - 가로현황 - 가로폭

가로의 너비에 따라 공장과 인접하는 빈도에서는 4m가로에 38
회 접하고, 다음으로 2m가로에 14회, 5m가로에 13회 순으로 인
접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6-8m가로의 인접회수는 구역 외부 가
로의 폭이며 4-5m의 경우 창신6다길과 창신6길, 창신길 변의 가
로에서 공장이 주로 밀집되어 있다.

그림 81 5구역 창신6가길 가로환경 (1)

 

그림 82 5구역 창신6가길 가로환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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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6구역

그림 83 6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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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역은 창신동의 서측 낙산성곽길에 인접한 구역으로 주거환
경개선사업 지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이다. 창신동의 구역 중
에 가장 경사가 가파르며, 이러한 경사지형에 5-6층 규모의 다세
대 주택이 높은 밀도로 위치하는 지역이다. 봉제공장은 구역 중앙
의 낙산성곽동길을 중심으로 분산적 불연속적으로 군집하며, 대부
분의 공장은 구역 동측의 창신길 변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군집형
태를 보인다.

군집형태 불연속 가로형 연속 가로형

분포블록
개념도

위치 구역 동측 창신길 상부 구역 동측 창신길 하부

표 99 6구역 - 군집유형

1) 필지

• 형태, 지형, 토지이용
6구역의 필지는 사다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다음으로 부정

형과 장방형, 정방형, 자루형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 지역은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재건축이 된 지역으로 필지는 부정형보다 정형
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지형은 창신동에서 가장 경사의 기울기
가 심하며 구역 하부에는 평지가 구역의 좌측 상부에는 고지대가 
위치한다. 공장은 주로 사다리형 필지에 위치하며, 지형상으로는 
평지의 창신길 변으로 가장 많이 밀집하지만 전체적으로 지형보다
는 창신길 변으로 의 밀집이 나타난다. 필지의 이용은 다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단독 및 주거, 창신길 변으로 주상 
및 주상 기타 용도가 나타난다. 6구역의 공장은 구역내부의 다세
대, 구역 경계의 창신길 변으로 주상 및 주상기타 용도에 주로 분
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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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형태 필지지형 토지이용

표 100 6구역 - 필지 – 형태, 지형, 용도

• 필지규모
표102를 보면 6구역 내의 필지는 총 461개로 그중 공장이 59개

를 차지하며 비율은 16.1%이다. 전체 필지 중 가장 많은 규모는 
0-90㎡구간이며 전체 필지 461개중 332개로 72.0%이다. 공장도 
90㎡미만의 구간에 총 공장 수 59개중 40개의 필지에 공장이 위치
한다. 90㎡미만의 과소필지는 6구역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봉제공
장은 이 분포에 따라 6구역 내에 넓게 퍼져서 분포한다.  

구간별 비율로는 200-300㎡구간과, 150-200㎡ 순으로 공장
이 가장 많이 위치한다. 150-300㎡의 필지는 구역의 경계 부분
의 창신길 변에 집중하여 분포하며 6구역의 창신길 필지의 대부분
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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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규모

전체 봉제공장

표 101 6구역 - 필지 - 규모(도)

이상
-미만
(㎡)

구분 계 전체비율
구간비율

(공장/전체)
평균 최소면적 최대면적

0-90
전체 332 72.0%

16.3%
45.1 1.6 89.6

공장 40 73.0% 43.8 2.6 86

90-150
전체 93 20.2%

12.9%
113.3 90.4 148.8

공장 11 16.2% 116.3 92.6 148.8

150-200
전체 20 4.3%

30.0%
172.3 158.1 198.3

공장 6 8.1% 175.2 158.1 198.3

200-300
전체 6 1.3%

33.3%
237.9 201.3 292.9

공장 2 2.7% 285.5 278 292.9

300-500
전체 3 0.7%

0.0%
330.3 317.9 342.2

공장 0 0.0% - - -

500-
전체 7 1.5%

0.0%
705.8 634.4 876

공장 0 0.0% - - -

합계
전체 461 100.0%

16.1%
78.8 - -

공장 59 100.0% 72.8 

표 102 6구역 - 필지 -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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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전체 건물 봉제공장 건물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6구역 52.5 9.9 180.0 56.8 10.5 264.3 

표 104 6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면적

300-500㎡이상 규모의 필지는 전체 필지 461개중에 단 3개로 
가장 적게 분포하며 6구역에서는 이 구간의 공장은 위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의 필지 평균은 78.8㎡, 공장이 위치한 
필지 평균은 72.8㎡로 비슷하게 나타나며 전체구역 최소 필지는 
90㎡에서 1.6㎡, 공장은 2.6㎡로 나타난다. 최대 필지는 876㎡로 
구역 하부 우측의 창신길 변으로 위치한 곳으로 창신 제일교회 필
지이며 같은 구간의 필지 중 500㎡이상으로 500㎡이상 구간에 속
하는 필지는, 구역 중간부터 위쪽으로 해송지역아동센터, 장이 어
린이공원, 창낙 경로당 부지이다.

 
2) 건축물

• 일반현황
6구역에는 총 346개의 건물이 있으며 이중 48개의 건물에 공장

이 위치한다. 비율상으로는 20.0%이며, 연면적 비율로는 8.6%를 차
지한다. 

전체 
건물수

봉제공장
건물수

비율
전체

연면적
봉제공장
연면적

비율

6구역 346 59 17.1% 64,491.0  5,605.3 8.6%

표 103 6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물

6구역의 건물의 평균 건축면적은 52.5㎡ 이며, 최소 9.9㎡, 최
대 180.0㎡로 나타난다. 공장 건물의 평균 규모는 56.8㎡, 최소 
10.5㎡ 최대 264.3㎡이다. 전체건물의 봉제건물의 평균값과 최소
값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 건축규모



- 104 -

• 건축년도

건축년도

전체 봉제공장

표 105 6구역 - 신축년도 별 건축물 현황

5구역에는 90-20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가장 많으며 구역 
내 전반에 걸쳐 분포한다. 구역 상부에는 70-80년대에 지어진 건
물들이 밀집해 있으며, 2000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구역에 
분산적으로 분포되어 나타난다. 봉제공장의 경우 90-2000년대에 
지어진 건물과 80-9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차례로 많으며 
90-2000년대 신축된 건물은 구역 우측 경계인 창신길과, 구역내
부의 중앙을 상하로 가로지르는 낙산성곽동길 변에 분포한다.



- 105 -

그림 84 ①창신길에 

위치한 공장 (1층)

  
그림 85 

②낙산성곽동길에 위치한 

공장 (1층)

그림 86 

③낙산성곽동길에 위치한 

공장 (1층)

그림 87 

④낙산성곽동길에 

위치한 공장 (1층)

그림 88 

⑤낙산성곽동길에 

위치한 공장 (지층, 1층) 

  그림 89 ⑥창신9길에 위치한 공장 (1층) 그림 90 ⑦창신4가길에 

위치한 공장 (1층)

구분
1930
-50

1950
-70

1970-
80

1980
-90

1990
-2000

2000 
이후

자료
없음

합
계

전체
계 13 38 39 25 124 26 81

346
비율 3.8% 11.0% 11.3% 7.2% 35.8% 7.5% 23.4%

공장
계 1 5 7 8 28 4 6

59
비율 1.7% 8.5% 11.9% 13.6% 47.5% 6.8% 10.2%

표 106 6구역 - 신축년도

5구역 내에는 총 346개의 건물이 있으며 그중 59개의 건물에 
공장이 위치한다. 구역 전체에서 90-20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124개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비율은 35.8%이다. 90-2000년대 
다음으로는 70-80년대 지어 진 건물이 39개로 11.3%이다. 봉제
공장은 90-2000년대에 총 59개중 28개 위치하여 47.5%의 비율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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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만
(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계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930
-50

전체 13 40.9 12.7 79.3 82.5 25.5 158.7 

공장 1 29.8 29.8 29.8 59.5 59.5 59.5 

1950
-70

전체 38 32.5 9.9 129.2 110.7 19.8 1,158.7 

공장 5 60.8 10.5 129.2 359.3 21.0 1,158.7 

1970-
80

전체 39 59.2 11.3 50.5 259.5 53.6 1,006.2 

공장 7 46.8 13.9 94.8 365.4 168.3 1,006.2 

1980
-90

전체 25 57.6 8.0 21.1 402.9 16.0 989.2 

공장 8 84.7 11.1 264.3 557.0 46.3 989.2 

1990
-2000

전체 124 50.8 12.4 164.5 466.2 49.4 3,003.5 

공장 28 44.8 12.4 88.7 331.5 49.4 1,132.4 

2000 
이후

전체 26 74.0 23.4 180.0 383.9 70.1 1,205.3 
공장 4 73.9 56.5 100.1 581.0 400.6 731.2 

자료
없음

전체 81 - - - - - -
공장 6 - - - - - -

합계
전체 346 52.5 9.9 180.0 284.3 16.0 3,003.5

공장 59 56.8 10.5 264.3 375.6 21.0 1,158.7 

표 107 6구역 - 건축년도 별 건축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건축물과 공장건물모두 90-2000년대 지어진 건물의 수
가 가장 많으며 각각의 건축면적의 평균은, 50.8㎡와 33.8㎡로 공
장의 평균 면적이 낮게 나타난다. 공장의 최소 건축면적인 10.5㎡
는 50-70년대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로 창신길의 블록 중 1열 블
럭의 모서리 부분의 삼각형에 가까운 필지에 위치한 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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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전체 봉제공장

표 108 6구역 - 건축물 용도

• 건축물용도

6구역의 건물용도는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창신길 변의 근생주택이, 그리고 구역 내부에 분포하는 연립주택 
순으로 비율이 높다. 봉제공장이 위치한 건물의 용도는 주로 근생 
및 소매점에 속하며 창신길 변을 따라 분포하며, 다세대 주택에 
위치한 공장 분포는 구역내부 중앙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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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 봉제공장 현황

층별 봉제공장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건물당 봉제공장 비율

표 109 6구역 - 층별 봉제공장 현황(도)

구역내 공장은 총 85개로 1층에 58개, 2층에 14개, 지하층에 
10개, 3층에 2개가 순으로 분포한다. 4층에는 위치하는 공장은 구
역의 외곽 우측하부의 창신길 변으로 위치한다. 

지층 1층 2층 3층 4층 합계

6구역 10 58 14 2 1 85

비율 11.8% 68.2% 16.5% 2.4% 1.2% 100.0%

표 110 6구역 - 층별 봉제공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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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20-40 40-60 60-80 80이상 합계

6구역 28 15 8 3 5 59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봉제공장의 연면적이 한 건물당 차지
하는 비율에 대한 표인 112를 보면 6구역에서는 0-20% 비율의 
구간에 공장이 59개중 28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다음으로 
20-40%구간이 15개, 40-60%구간이 8개 순으로 분포한다. 
80%이상의 건물당 군집률을 보이는 건물은 창신길 변으로 위치
하며, 60-80%의 군집률을 보이는 구간의 건물도 구역의 우측 경
계인 창신길에 위치한다.

표 111 6구역 - 군집률

3) 가로

• 가로폭
5구역 내부의 전체 가로의 평균 폭은 3.7m이며, 봉제공장과 인

접한 가로의 평균 폭은 4m로 전체 보다 공장인접가로의 폭이 더 
넓게 나타난다. 구역 내 최소 가로 폭은 전체에서 0.5m로 좁게 
나타나며, 봉제공장이 인접한 가로는 2.1m이다. 

전체 가로 봉제공장 인접가로
구역 내 구역 외 구역 내 구역 외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6구역 3.7 0.5 6.1 6.5 2.9 6.7 4 2.1 6.1 7.5 4 6.7

표 112 6구역 - 가로현황

(개) 2m 3m 4m 5m 6m 7m 8m 평균

6구역 15 7 9 19 0 0 6 8

표 113 6구역 - 가로폭 별 봉제공장 접도 수

표 114는 가로의 너비에 따른 공장의 접도 빈도를 나타낸 것
이다. 5m가로에 가장 많은 접도를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m, 
4m가로에 인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m의 가로는 창신길 변에
서 나타나며 5m의 가로에 접도 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창신길
변 공장의 분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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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폭

구역 내 구역 외

표 114 6구역 - 가로현황 - 가로폭

그림 91 6구역 낙산성곽길 변 

가로 계단(1)
그림 92 6구역 낙산성곽길 변 

가로 계단(2)

그림 93 6구역 낙산성곽길 변 

가로 계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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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7구역

그림 94 7구역

군집형태 불연속 가로형

분포블록개념도

위치 창신길 서측, 창신8길

표 115 7구역 - 군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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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형태 필지지형 토지이용

표 116 7구역 - 필지 – 형태, 지형, 용도

7구역은 창신동의 북쪽지역으로 창신동에서 1980년대 지어진 
단독주택지가 위치하는 구역이다. 봉제공장은 창신길 변으로 불연
속적인 군집을 보이며, 창신8길 변에도 같은 군집형태가 나타난
다. 동대문시장으로 부터의 인접성은 가장 떨어지지만, 창신길에 
인접한 건물들의 저층부에는 봉제공장이 많이 있으며, 블록의 동
측 단독주택지에 분산적으로 위치하는 봉제공장은 1-2인 규모의 
낱일을 하는 소규모의 공장이다. 

1) 필지

• 형태, 지형, 토지이용

7구역의 필지는 사다리형, 정방형, 장방형, 부정형, 자루형, 삼각형 
순으로 나타나며 필지의 경사는 경사지에 속하며 구역의 좌측은 급경
사, 우측은 고지대에 속한다. 고지대의 경우 구역 내의 일시적인 주택
의 재개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축대를 쌓고 지대를 높여 구역 내에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토지의 이용은 창신길 변으로 주상 및 주상 기
타 용도가, 구역의 좌측 고지대에 속하는 지역에는 전부 단독 및 주거 
기타의 용도에 속하며 부분적으로 다세대 용도의 계획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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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규모

전체 봉제공장

표 117 7구역 - 필지 - 규모(도)

• 필지규모
7구역 내의 필지는 고지대의 속하는 지역의 단독 및 주거 기타 

용도의 토지이용 계획이 되어 있는 창신11길과 12길 변으로 부분
은 정형의 90㎡미만의 필지가 조성되어 있고, 일부 90-150㎡의 
필지가 조성되어 있다. 500㎡이상의 필지인 구역 최상부는 낙산 
어린이공원의 부지이며, 창신길 변으로 보이는 300-500㎡의 필
지는 MID 그린아파트의 부지이다. 또한 창신길 변 구역의 최 하
부구역은 동남레저타운과 일우아파트가 위치한 부지로 300-500
㎡의 구간에 속하는 규모이다. 봉제공장이 위치한 필지는 창신길 
변과, 창신8길 변에 분포하며, 정형의 토지구획이 되어있는 창신 
11길과 12길에도 분산적으로 공장이 위치한 필지가 분포되어 있
다.

7구역의 필지는 전체 265개로 그중 공장이 27개를 차지하며 
10.2%의 비율을 보인다. 90-150㎡의 구간에 필지가 137개로 
51.7%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다음으로는 90㎡미만의 필지 규모 
구간에서 60개로 22.6%의 비율을 차지한다. 공장이 가장 많은 규
모는 90-150㎡로 전체 공장필지 27개 중 12개가 위치하며 비율
은 44.4%이다. 구간별 비율로는 200-300㎡규모에서 공장이 가
장 많이 위치하는데 구간 필지 수 19개중 4개의 필지에 공장이 
위치하며 21.1%의 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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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물수

봉제공장
건물수

비율
전체

연면적
봉제공장
연면적

비율

7구역 259   27 12.0% 535,643.6  4806.3 4.8%

표 119 7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물

건축면적
전체 건물 봉제공장 건물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7구역 390.3 3.3 3,024.5 71.1 13.8 195.3 

표 120 7구역 - 봉제공장 현황 - 건축면적

이상-미만
(㎡)

구분 계 전체비율 구간비율
(공장/전체)

평균 최소면적 최대면적

0-90
전체 60 22.6%

6.7%
57.1 25 89.9

공장 2 14.8% 59.2 35 82.3

90-150
전체 137 51.7%

8.8%
112.9 90.2 149.8

공장 12 44.4% 115.8 93.6 142.1

150-200
전체 34 12.8%

14.7%
170.4 152.1 192.7

공장 5 18.5% 170.3 155.6 189.4

200-300
전체 19 7.2%

21.1%
246.4 200.7 299

공장 4 14.8% 225.2 201.7 257.4

300-500
전체 13 4.9%

15.4%
376.4 302.2 472.2

공장 2 7.4% 360.8 302.2 419.4

500-
전체 2 0.8%

0.0%
1,664.5 671.4 2657.5

공장 0 0.0% - - -

합계
전체 265 100.0%

10.2%
141.9 - -

공장 27 100.0% 151.8 - -

표 118 7구역 - 필지규모

2) 건축물

• 일반현황
6구역에는 총 259개의 건물이 있으며 이중 27개의 건물에 봉

제공장이 위치하며 12.0%의 비율을 보인다. 연면적 비율은 4.8%
로 나타난다. 

• 건축규모
5구역의 건물은 평균 건축면적이 390.3㎡이며, 봉제공장의 평

균 면적은 71.1㎡이다. 전체건물의 평균보다 봉제공장이 위치한 
건축물의 규모 평균이 더 낫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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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년도

전체 봉제공장

표 121 7구역 - 신축년도 별 건축물 현황

• 건축년도

그림 95 ①창신길에 위치한 

공장(1층)
그림 96 

②창신11길에 위치한 

공장(1층)

그림 97 ③창신8길 

에 위치한 공장(1층)
그림 98 ④창신8길에 

위치한 공장(3층)

5구역에는 70-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대부분을 속하며 창
신11길과 12길 변으로 분포하고 있는 축대마을이라고 불리는 단
독주택가이다. 창신길 변으로 90-200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밀집하며 20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은 MID그린 아파트와 구역의 
우측 낙산 5길과 창신12길에 지어진 단독주택 건물이다. 

7구역 내에는 총 259개의 건축물이 이 있으며 그중 17개에 건
물에 공장이 위치한다. 구역전체로 보면 70-80년대에 지어진 단
독주택 건물이 147개로 56.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한다. 다음으로는 90-20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47개로 18.1%의 
비율을 보인다. 봉제공장의 경우 총 27개중 7개가 70-80년대에 지
어진 건물에 위치하며 70년대에 일시적으로 계획된 단독주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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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장이 많은 건축년도는 
90-2000년대로 8개이며 창신길 변과 창신 8길 변에 위치한다.

구분
1930
-50

1950
-70

1970-
80

1980
-90

1990
-2000

2000 
이후

자료
없음

합
계

전체
계 2 11 147 24 47 17 11

259
비율 0.8% 4.2% 56.8% 9.3% 18.1% 6.6% 4.2%

공장
계 0 0 12 7 8 0 0

27
비율 5.9% 0.0% 41.2% 17.6% 35.3% 0.0% 0.0%

표 122 7구역 - 신축년도

이상
-미만
(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계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930
-50

전체 2 35.9 33.0 38.8 121.5 66.0 176.9 

공장 0 33.0 33.0 33.0 66.0 66.0 66.0 

1950
-70

전체 11 45.4 24.1 26.8 133.7 53.6 428.2 

공장 0 - - - 0 - -

1970-
80

전체 147 57.1 3.3 156.8 229.5 33.0 1,054.0 

공장 12 85.4 35.1 156.8 399.2 73.0 1,054.0 

1980
-90

전체 24 46.3 5.8 116.1 281.0 59.4 725.6 

공장 7 46.5 13.8 71.2 356.1 125.6 483.1 

1990
-2000

전체 47 75.7 21.5 270.0 470.0 188.8 1,469.0 

공장 8 85.3 57.0 64.8 747.3 410.7 1,469.0 

2000 
이후

전체 17 99.3 72.8 171.0 1,296.5 250.0 3,024.5 
공장 0 - - - - - -

자료
없음

전체 11 - - - - - -
공장 0 - - - - - -

합계
전체 259 59.9 3.3 270.0 422.0 33.0 3,024.5 

공장 27 62.5 13.8 156.8 392.1 66.0 1,469.0 

표 123 7구역 - 건축년도 별 건축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공장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70-80년대 구간의 건물 147개중 
7개는 봉제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이 구간의 전체평균은 57.1㎡이
며 봉제공장의 평균은 85.4㎡로 구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가
장 작은 규모의 공장인 13.8㎡는 80-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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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용도

주용도

전체 봉제공장

표 124 7구역 - 건축물 용도

구역 전체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공장
은 창신길 변의 근생 및 소매점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 층별 봉제공장 현황

층별 봉제공장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건물당 봉제공장 비율

 

표 125 7구역 - 층별 봉제공장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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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봉제공장의 분포를 보면 7구역 내의 총 사업체수 56개중 
1층에 47개, 지하층에 6개, 2층에 2개가 순으로 많이 분포한다.

지층 1층 2층 3층 4층 합계

7구역 6 47 2 1 0 56

비율 10.7% 83.9% 3.6% 1.8% 0.0% 100.0%

표 126 7구역 - 층별 봉제공장 현황

(%) 0-20 20-40 40-60 60-80 80이상 합계

7구역 7 7 9 0 4 27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봉제공장의 연면적 비율로 건물당 
공장의 군집률 나타낸 표127을 보면 40-60%의 구간에 9개, 
0-20%, 20-40%구간에 각각 7개의 공장이 속하며 20-40%구
간의 공장은 구역의 경게 좌측 창신길 변에 주로 위치하며, 
40-60%구간의 공장은 창신길 하부와 창신8길 변으로 분포한다.

표 127 7구역 - 군집률

3) 가로

• 가로폭
7구역 내부의 가로 평균은 3.8m이며 공장이 인접한 내부가로

의 평균 폭도 3.8m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구역 내 최소 가로의 
폭은 0.8m이며 봉제공장이 인접한 내부가로의 경우 2.2m로 나타
난다.  전체 구역 내 가로의 최대폭은 5.1m이며 구역 내 공장인
접가로의 최대 폭도 5.1m로 갖게 나타난다.

전체 가로 봉제공장 인접가로
구역 내 구역 외 구역 내 구역 외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
대

7구역 3.8 0.8 5.1 6.4 5.2 9.1 3.8 2.2 5.1 6.5 5 9.1

표 128 7구역 - 가로현황

(개) 2m 3m 4m 5m 6m 7m 8m 평균

7구역 5 3 4 10 12 2 1 5.3 

표 129 7구역 - 가로폭 별 봉제공장 접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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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접도 빈도를 통해 알아본 인접 가로폭은 6m가로에 가
로에 12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어서 5m에 10회, 2m가
로에 5회 인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많은 인접 빈도를 보이
는 6m의 창신8길의 굽이치는 형태로 인해 건축물이 3면 또는 2
면이 가로와 인접해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이며, 5m의 경우 구역
의 우측경계의 가로 변에 공장이 다수 분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
과가 도출이 되었다.

가로폭

구역 내 구역 외

표 130 7구역 - 가로현황 - 가로폭

그림 99 7구역 단독주택지 가로환경(1)

 

그림 100 7구역 단독주택지 가로환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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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면적(㎡)

봉제공장 
업체 수

봉제공장
연면적(㎡)

비율

1구역 86,420.9 56 11,738.0 18.6%

2구역 101,075.1 15 4,258.6 6.6%

3구역 62,948.0 40 10,443.5 20.4%

4구역 104,303.8 69 15,421.4 17.8%

5구역 65,172.5 71 12,855.6 12.3%

6구역 64,491.0 59 5,605.3 8.6%

7구역 535,643.6 27 4,806.3 4.8%

합계 535,643.6 337 65,128.8 12.2%

표 132 구역별 봉제공장 현황 - 연면적 기준

3.4. 분석의 종합

전체 건물 수
봉제공장
 건물 수

비율 사업체수

1구역 147 56 38.1% 99

2구역 121   15 12.4% 19

3구역 110 40 18.5% 83

4구역 177   69 39.0% 114

5구역 266   71 26.7% 106

6구역 346 59 24.6% 85

7구역 259   27 6.6% 56

합계 1,426 337 22.9% 562

표 131 구역별 봉제공장 현황 - 건물수 기준

창신2동을 대상으로 봉제공장과 도시형태의 관계에 대해 연구
하기 위해 필지, 건축물, 가로의 형태와 봉제공장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창신2동의 전체 건물을 대상을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
해 건물 당 공장의 사업체수의 실제 치를 조사했으며 공장의 총 
수는 구역별로 4구역, 5구역, 1구역, 6구역, 3구역, 7구역, 2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축물수 대비 기준, 4구역과 1구역에 가장 많이 밀집되
어 있으며, 다음 순으로는 5구역과, 6구역, 3구역 차례로 공장이 
건물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건물 수 대비 봉
제공장의 수는 본 연구에서 봉제공장의 군집특성을 분석하기위해 
창신동의 도시조직의 형태 특성에 따라 블록, 가로, 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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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에 따라 나눈 7개의 구역을 기준으로 분석이 되었다. 따라서 
형태적 특성 요인을 보기 위한 구역 설정이었기 때문에 각 구역의 
면적이 상이하여 때문에 이 수치상의 결과로 군집도가 높다고 보
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조사된 업체들의 건축물 대장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건축물에 봉제공장이 실제 위치한 층의 연면적을 조
사하여 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군집도를 분석 한 결과 3구
역, 1구역, 4구역, 5구역 순으로 봉제공장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3.4.1. 블록

3 구역 1 구역 4 구역 6 구역

5 구역 2 구역 7 구역

표 133  블록형태 - 구역전체

3구역 1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2구역 7구역

통과형 ○ ○

막힌형 ○ ○ ○

루프형 ○ ○

부정형 ○ ○ ○ ○

통과형+막힌형 ○ ○ ○

표 134 블럭 유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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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의 도시조직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다양한 블록의 
유형이 존재한다. 블록은 필지조직과 가로의 경계로 만들어진 형
상으로 본 연구에서 봉제공장의 밀집도와 군집양상을 해석하기 위
한 단위로 사용하였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창신동의 도시조직의 블록은 한 블록  
내에서도 다양한 블록의 형상을 갖고 있다. 봉제공장의 밀집도가 
높은 3구역과, 1구역, 4구역, 5구역은 다른 블록에 통과가 가능한 
통과형과 막힌형 블록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하지만 7구역의 경
우 통과가 가능한 선형블록이 많지만 공장의 군집은 적게 나타나
는데 이는 7구역의 선형 가로의 폭이 좁아 오토바이의 진입이 어
렵고, 오토바이의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가로의 중간 중간에 계단
이 위치하고 있어 연속적인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01 블록별 유형 면적

각 구역의 블록을 구분한 결과 봉제공장의 밀집도가 높은 곳에
는 통과형+막힌형, 통과형 도로의 비율이 높고, 공장이 적은 곳은 
부정형 블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의 형태로 가로
가 나있어 오토바이 이동이 가능한 곳이 봉제공장이 밀집하기 좋
은 블록의 형태이다. 이러한 특징은 5구역을 보면 확연히 나타나
는데, 선형의 루프형태로 이동이 편리한 블록에는 봉제공장이 밀
집해서 나타나지만, 골목형에 부정형의 블록특성을 띄는 공간에는 
봉제공장의 분포가 적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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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가로

3 구역 1 구역 4 구역 6 구역

5 구역 2 구역 7 구역

표 135 가로 형태 - 구역전체

가로형태 가로형태

1
구
역

2
구
역

3
구
역

4
구
역

5
구
역

6
구
역

7
구
역

표 136 가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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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의 연속적인 반복이 가로의 형태를 만들며, 반대로 가로의 
형태가 필지의 형태의 틀을 구성하기도 한다. 창신2동은 자연발생
형주거지로 현재 창신2동의 가로와 필지의 형태는, 판자촌이 형성
되던 시기부터 형성되었던 과거의 물길과 골목길이 현재에도 계속
적으로 남아있다. 이후 부분적으로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가로의 
형태가 정비된 지역들이 있는데, 7구역의 선형의 통과형 가로형태
를 보이는 단독주택지와 3구역과 4구역의 통과형 가로변의 주상
겸용 점포주택지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구역별로 가로 너비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에 대해서 전체 
가로 기준과 봉제공장이 인접한 가로의 폭을 비교해 봉제공장이 
위치하기 좋은 가로와 봉제공장이 위치하기 어려운 가로의 너비를 
도출하였다. 

창신동의 전체가로의 폭의 평균은 구역 내에서는 3.7m, 구역 
외에서는 6.7m이며, 구역 내 최소 가로의 폭은 0.5m로 6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봉제인접 가로의 평균은 구역 내 4.5m, 구역 외에
서 6.8m이며, 최소 폭은 4m이며 전체가로의 평균값, 최소값이 봉
제인접가로에 비해 좁게 나타나는데, 이는 봉제업관련 공장들은 
각 공정의 제품이동을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진
입하기 어려운 좁은 가로에는 분포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 가로 봉제공장 인접가로
구역 내 구역 외 구역 내 구역 외

평
균

최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대
평
균

최
소

최
대

평
균

최
소

최대

1구역 4.5 1.0 6.7 6.2 4 8.2 5.2 3.5 6.7 6.3 4 8.2
2구역 3.7 1.4 5 7.5 6 8.2 5.7 2.0 5 7.5 8.2 8.2
3구역 3.8 2.0 6.5 6.5 3.3 8.2 5 3.7 6.5 6.4 4 8.2
4구역 3.0 0.8 4.2 7 4.3 8.3 3.8 3.1 4.2 6.3 5 8.3

5구역 3.5 0.7 7.2 6.5 3.4 10.2 4.3 3.9 7.2 7 5 10.2

6구역 3.7 0.5 6.1 6.5 2.9 6.7 4 2.1 6.1 7.5 4 6.7
7구역 3.8 0.8 5.1 6.4 5.2 9.1 3.8 2.2 5.1 6.5 5 9.1

계 3.7 0.5 7.2 6.7 2.9 10.2 4.5 2.0 7.2 6.8 4 10.2

표 137 구역별 봉제공장 현황 - 가로폭

공장의 군집이 가장 높은 3구역과 1구역은 구역 내 가로의 평
균값이 각각 5m와 5.2m로 구역 내 봉제공장 인접가로의 평균폭 
보다 넓다. 이 지역은 점포용 주택의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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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화, 폭의 확장등 정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직선형의 가로와 중
규모의 필지크기를 갖고 있다. 반면 봉제공장이 가장 적게 밀집하
고 있는 6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이 일어났지
만, 기반시설의 정비 등 가로의 정비는 일어나지 않았고, 지형에 
순응하여 가로가 형성이 되어 건물과 건물사이의 좁은 가로들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진입이 어려운 3m미만의 좁은 
가로와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계단이 보행로에 다수 차지하
고 있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체가로의 값보다 봉제공장 인접가로의 값이 평균
과 최소값이 높게 나타나며, 구역외 가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봉제공장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최소가로의 값이 중요
하며, 또한 가로의 폭 뿐만 아니라 가로 중간이 계단으로 막혀 있
는 등 오토바이의 연속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적은 곳에 공
장이 분포한다.

표[00 가로폭 별 공장인접도]는 봉제공장이 위치한 건물의 면
이 만나는 도로의 폭을 조사한 표로써, 각 건물의 4분면이 만나는 
가로의 폭의 총합과 평균을 나타냈다. 봉제공장은 4m도로와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개소로 보면 2m도로에
도 공장이 46번 인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값은 다른 한
쪽의 인접하는 가로의 폭이 4m이상의 가로에 접하고 있어 오토바
이 통행에 문제가 없는 위치로 나타났다.

(m) 2 3 4 5 6 7 8 평균

1구역 4 7 10 14 7 2 19 9.0 

2구역 3 0 6 2 1 0 9 3.0 

3구역 0 1 25 4 12 1 6 7.0  

4구역 3 4 44 5 22 2 11 13.0 

5구역 14 4 38 13 2 9 5 12.1 

6구역 15 7 9 19 0 0 6 8.0 

7구역 5 3 4 10 12 2 1 5.3 

합계 46 29 140 72 62 23 65 8.2 

표 138 가로 폭 별 공장인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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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필지

3 구역 1 구역 4 구역 6 구역

5 구역 2 구역 7 구역

표 139 필지

블럭형태 블럭형태

1
구
역

2
구
역

3
구
역

4
구
역

5
구
역

6
구
역

7
구
역

표 140 필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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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는 그 형상은 지형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가로의 형태와도 
관계가 있다. 창신동의 지형은 구릉지형으로 창신길을 중심으로 
동서로 지형이 가파르다. 따라서 필지의 형태는 창신길 남쪽중앙
에(3구역, 1구역, 4구역) 위치할수록 정형에 가깝고 면적이 넓으
며 이러한 필지형태를 갖고 있는 곳에 공장이 주로 밀집하게 된
다. 그러나 봉제업의 특성상 공간의 규모보다 운송에 대한 편의성
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른 지형이라도 오토바이가 통
할 수 있는 길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해당 필지에는 봉제공장이 위
치 할 수 있다.

3.4.4. 건축물

3 구역 1 구역 4 구역 6 구역

5 구역 2 구역 7 구역

표 141 구역별 공장 분포

봉제공장의 실제 생산 공간이 되는 단위는 건축물의 내부 공간
이다. 앞선 현황에서 창신2동의 총 건축물수 1,426개중 327개 건
물에 봉제공장이 위치하며 업체수로 조사한 결과 645개의 공장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역은 건축시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 유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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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나타나며, 각 구역별로 봉제공장은 용도와 건축시기에 따라
서 밀집하는 결과를 보였다. 창신동의 건축물은 70-80년대에 지
어진 건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공장은 80-90년대와 
90-2000년대의 건물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건축시기의 구간 내
에 공장이 입지하는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로는 80-90년대 지어
진 건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별로 
평균 건축 면적을 보면 6구역의 봉제공장이 56.8㎡로 좁은 건물
을 사용하며,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 위치한 구역은 5구역으로 나
타났다. 6구역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필지가 작고 층수가 
평균 5층 규모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하는데 이 구역에 공
장이 가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계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구역
전체 147 60.1 14.7 230.2 464.0 39.7 2,250.1

공장 56 58.2 19.8 230.2 446.2 39.7 2,250.1

2구역
전체 121 72.4 2.05 439.27 794.1 26.4 14,448.9 

공장 15 75.7 18.0 438.9 569.1 107.1 2,735.0

3구역
전체 110 69.2 9.9 222.0 493.0 19.8 2,537.9

공장 40 69.6 15.3 182.3 677.0 71.9 2,537.9 

4구역
전체 177 56.9 4.3 781.9 336.0 26.4 1,625.8 

공장 69 56.7 14.6 215.4 381.9 34.6 1,625.8 

5구역
전체 266 59.5 7.3 317.3 615.9 14.5 4,727.6 

공장 71 70.4 10.0 150.4 675.0 398.2 4,727.6

6구역
전체 346 52.5 9.9 180.0 284.3 16.0 3,003.5

공장 59 56.8 10.5 264.3 375.6 21.0 1,158.7 

7구역
전체 259 59.9 3.3 270.0 422.0 33.0 3,024.5 

공장 27 62.5 13.8 156.8 392.1 66.0 1,469.0 

평균
전체 203.7 61.5 7.4 348.7 487.0 25.1 4,516.9 

공장 48.1 64.3 14.6 234.0 502.4 105.5 2,357.7 

표 142 구역별 건축면적-연면적

층별로는 1층에 361개의 업체가 분포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지하층과 2층, 3층, 4층 순으로 봉제공장이 위치한다. 봉제공장
은 업종의 특성상 하루에도 원단과 완성된 제품의 운반을 하는 일이 잦으
며, 내부공간이 협소한 경우 지상층의 가로공간이나 건물사이의 공간, 주
차장을 창고로 사용하여 제품들을 적재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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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1층 2층 3층 4층 합계

1구역 19 48 22 8 2 99
비율 19.2% 48.5% 22.2% 8.1% 2.0% 100.0%
2구역 3 4 8 4 0 19
비율 15.8% 21.1% 42.1% 21.1% 0.0% 100.0%
3구역 16 47 13 5 3 83
비율 19.8% 58.0% 16.0% 6.2% 0.0% 100.0%
4구역 39 52 18 5 4 114
비율 33.1% 44.1% 15.3% 4.2% 3.4% 100.0%
5구역 28 58 14 6 0 106
비율 26.4% 54.7% 13.2% 5.7% 0.0% 100.0%
6구역 10 58 14 2 1 85
비율 11.8% 68.2% 16.5% 2.4% 1.2% 100.0%
7구역 6 47 2 1 0 56
비율 10.7% 83.9% 3.6% 1.8% 0.0% 100.0%
총합 137 361 104 36 13 562

표 143 층별 봉제공장 현황

간을 사용하기 편하고 운송이 편리한 1층을 가장 선호하는 것이다.
환기와 채광상의 이유로 다소환경이 열악한 지하층도 공장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 1층에 비해 임대료
가 싸고, 창신동의 건물의 지하층은 공장용으로 전 면적을 넓게 사
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과, 창신동의 가파른 지형으로 건축물
이 지형에 순응하여 지어진결과 전면은 지하층, 후면은 1층 부에 
접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의 건물이 많기 때문에 지하층이지만 
채광이나 제품의 운송이 어렵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림 102 지형에 의한 건축물의 지하층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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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20-40 40-60 60-80 80이상 합계

1구역 6 25 8 5 8 52

2구역 1 4 8 1 1 15

3구역 5 17 7 4 7 40

4구역 7 26 17 6 13 69

5구역 14 23 15 5 11 71

6구역 28 15 8 3 5 59
7구역 7 7 9 0 4 29
합계 68 117 72 24 49 335

표 144 군집률

그림 103 층별 봉제공장 위치

건물 당 군집률은 봉제공장읜 건축물의 총 연면적에서 봉제공
장의 연면적 비율을 구하여 한 건물 당 봉제공장이 차지하는 실제 
면적을 구한 것이다. 20-40%의 구간에 117개 건물로 분석되었
는데 층별 봉제공장 현황에 미루어보아 1규모의 공장들이 이 구
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60-80%이상의 구간의 건축물은 공
장을 두 층 이상 전용 할 경우 이며 80%이상의 경우는 세층 이
상의 공간을 사용할 경우의 수치이다. 80% 이상의 군집률을 보이
는 공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구역은 4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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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구역
구간
별비
율(%)

평균
면적

최소
면적

2구역
구간
별비
율(%)

평균
면적

최소
면적

3구역
구간
별비
율(%)

평균
면적

최소
면적

4구역
구간
별비
율(%)

평균
면적

최소
면적

5구역
구간
별비
율(%)

평균
면적

최소
면적

6구역
구간
별비
율(%)

평균
면적

최소
면적

7구역
구간
별비
율(%)

평균
면적

최소
면적

총합

30-50　
전 30 　

16.7 

40.4 18.3 46 　
4.3 

49 18.5 0 　
0.0 

- - 40 　
10.0 

38.7 19.8 7 　
0.0 

36.8 29.8 13 　
7.7 

40.9 12.7 2 　
50.0 

35.9 33 138

공 5 35.2 19.8 2 39.7 39.7 0 - - 4 37.6 23.1 0 - - 1 29.8 29.8 0 33 33 13

50-70　
전 22 　

18.2 

56.5 14.7 25 　
12.0 

137.9 13.2 27 　
37.0 

80.4 36 21 　
14.3 

70.6 14 16 　
12.5 

47.5 7.3 38 　
13.2 

32.5 9.9 11 　
0.0 

45.4 24.1 160

공 4 64 48.3 3 194.2 54 10 70.5 36 3 50.2 16.5 2 52.6 39.6 5 60.8 10.5 0 - - 27

70-80
전 11

9.1 
67.8 28 15 　

26.7 

57.6 2.05 9 　
33.3 

55 9.9 17 　
41.2 

43.9 4.3 138 　
14.5 

58.2 10.1 39 　
17.9 

59.2 11.3 147 　
4.8 

57.1 3.3 376

공 1 42.8 42.84 4 59.6 42.4 3 59.7 45.6 7 51.1 14.6 20 71.3 25.3 7 46.8 13.9 12 85.4 35.1 49

80-90　
전 20

75.0 
66.8 23.1 13 　

23.1 

109.4 18 17 　
47.1 

48.2 19.8 41 　
73.2 

66.5 13 48 　
64.6 

74.5 10 25 　
32.0 

57.6 8 24 　
12.5 

46.3 5.8 188

공 15 73.2 34.9 3 41.2 18 8 45 15.3 30 73.1 30.6 31 78.5 10 8 84.7 11.1 7 46.5 13.8 98

90-20
00　

전 39 　
53.8 

66.2 28.8 8 　
25.0 

51.1 20.35 28 　
42.9 

80.8 12.2 40 　
45.0 

70.1 19.8 28 　
42.9 

63.2 26.4 124 　
22.6 

50.8 12.4 47 　
12.8 

75.7 21.5 314

공 21 73.8 43.6 2 43.8 20.4 12 71.9 53.4 18 68.3 46 12 79.4 36.5 28 44.8 12.4 8 85.3 57 99

2000-　
전 16 　

50.0 

59.8 34.6 5 　
0.0 

29.7 7.5 11 　
27.3 

81.7 36.8 11 　
45.5 

51.4 15.4 3 　
0.0 

76.5 65.3 26 　
15.4 

74 23.4 17 　
0.0 

99.3 72.8 89

공 8 60.2 43.9 0 - - 3 101.2 36.8 5 59.9 15.4 0 - - 4 73.9 56.5 0 - - 20

자료
없음　

전 9 　
22.2 

- - 9 　
11.1 

- - 18 　
22.2 

- - 7 　
28.6 

- - 26 　
23.1 

- - 81 　
7.4 

- - 11 　
0.0 

- - 161

공 2 - - 1 - - 4 - - 2 - - 6 - - 6 - - 0 - - 21

합계 전 147 　
38.1 

60.1 14.7 121 　
12.4 

72.4 2.05 110 　
36.4 

69.2 9.9 177 　
39.0 

56.9 4.3 266 　
26.7 

59.5 7.3 346 　
17.1 

52.5 9.9 259 　
6.6 

59.9 3.3 1426

　 공 56 58.2 19.8 15 75.7 18 40 69.6 15.3 69 56.7 14.6 71 70.4 10 59 56.8 10.5 27 62.5 13.8 337

표 145 건축시기별 봉제공장 분포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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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3.5.1. 군집양상 유형

1) 가로형 군집 

• 창신길 변
모든 구역에서 나타나는 창신길 변 봉제공장의 밀집은 창신2동

의 중심가로인 창신길 변 건축물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분포로 미루어 동대문으로 납품이 빠르게 이루어져야하는 업종의 
특성상 봉제공장은 창신2동 하부에 가장 많이 밀집을 이루고 있
는데 창신길 변으로는 창신2동의 북쪽까지 봉제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2구역의 경우는 봉제공장이 가장 적게 분포하는 곳인데 유일하
게 창신길 변 군집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구역은 용도지역상 준
주거 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창신시장을 포함하
는 구역으로. 봉제공장의 입지선호가 가장 높은 1층에는 시장상점
들이 입지해 시장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구역 내에는 봉제공
장이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2m미만의 막힌형 가로와 90㎡미
만의 소형 도시형한옥들이 다수 밀집해 있어 봉제공장이 적게 분
포한다. 

• 구역내부 
봉제공장은 각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운반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블록내부에서도 위계가 높은 가로변으로 군집해있다. 주로 
통과형과 루프형 가로가 봉제공장이 위치하기 좋은 가로의 형태로 
이 형태의 가로 변으로 봉제공장이 밀집한다. 7구역의 구역내부의 
구비치는 경사가 가파른 가로변에는 봉제공장이 위치하는데, 이는 
오토바이로 제품을 운반 할 수 있는 가로의 연속성과 창신길로 연
결 용이하기 때문이다. 

3구역의 경우 4m가로이며 창신길로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구역내부 건축면적이 90㎡작고 구역 내부에 위치하지만 가로형 
군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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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럭형 군집

블록형 군집은 각 구역별 창신길 변으로 입지한 공장을 제외한 
내부 군집을 보이는 군집유형을 뜻한다. 블록형 군집의 경우 가로
환경에 의한 이점으로 봉제공장이 위치해 있는 요인보다, 공장에 
적합한 규모를 제공하는 건축물의 공간에 대한 이점으로 군집을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군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3구역과 4구역, 
5구역으로 중심가로인 창신길 변에 인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블록
내의 건축물의 규모와 블록에 인접한 가로의 형태와 폭이 봉제공
장이 위치하기 좋은 4-5m 이상의 도로, 통과형, 루프형 가로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집형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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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창신2동 봉제공장 공간별 군집 

 

그림 105 교차점에 의한 가로의 위계 분류

  

그림 106 군집유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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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제공장의 미시적 형태 특성
4.1. 봉제공장의 유형 분류

4.1.1. 공정에 따른 분류

그림 107 옷 한 벌이 만들어지기까지 공정과 작업

봉제공장은 공정별로 분화되어 작업의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화 되
어 옷 한 벌을 완성한다. 공정에 따라, 사용하는 공간의 용도에 따라 
사용방식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가로, 블록, 경사 등의 도시형 태적
인 공간분포 와 건축물의 공간형태특성에 따라 다른 군집양상을 보인
다. 창신동의 봉제공장은 공정에 따라 분류를 할 때, 단일 공정을 수
행하는 공장과 2개 이상의 종합공정을 진행하는 공장으로 나눌 수 있
다.

1) 패턴작업실
패턴업체는 창신길과 같이 대로변에 분포한다. 패턴 업체는 디

자인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동대문 디자이너 및 개인상점을 운
영하는 상인이나 디자이너가 만든 스케치를 바탕으로 생산 공장에
서 작업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공정을 담당한다. 따라서 외부
인이 방문하기 쉽고 눈에 띄기 좋은 가로변에 입지하는 특성을 보
인다. 주로 2-3층짜리 소규모 상가건물의 2층에 분포하며, 주로 
1인 할 수 있는 공정으로 재단을 위한 옷본을 만드는 작업을 한
다. 창신길 변과 창신동 초입에 주로 위치한다. 옷본의 제작을 하
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 공정 중 가장 소규모의 공간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정이다. 주로 공장이라 불리지 않고 작업실로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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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의 작업실의 규모는 34㎡ 주택용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
다. 

그림 108 패턴공장 - 창신길에 위치한 패턴작업실

2) 재봉공장 
흔히 창신동에서는 미싱이라고 부르는 공정이며, 재단되어 나

온 옷감을 이어 옷의 형태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재봉작업만
을 위한 공간은 평균적으로 80x50cm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큰 공
장의 일감을 재하청방식 받아 작업을 하거나, 특정 브랜드의 제품
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직영하청공장으로 분류가 되며 그 규모가 
다양하다. 아래 도면은 4구역 창신 6길에 위치한 봉제공장으로 3
인 규모의 종합공장의 일감을 재하청 받아 작업하는 공장내부이
다. 블록 코너의 삼각형 필지의 건물 공간을 사용하며 전체 25.57
㎥의 면적 중 13.3㎥의 공간을 사용한다. 

그림 109 내부 - 창신 6길 - 하청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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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도메집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옷보다 고급의 옷을 만들 때 필요한 

공정으로 디테일한 작업이 요구된다. 주머니를 달거나 기타 장식
을 위한 작업이다. 안감, 주머니 단추, 기타 부속장식품을 다는 작
업으로 주로 고가의 제품에 제작 시 필요한 공정이다. 창신동 내
에는 마도메 업체가 가장 적은 수로 분포한다.

4) 시야게집 (마무리집, 완성집)
시야게(완성집)에서 다림질과 포장, 실밥제거, 포장까지 후 납

품용으로 완성을 하는 곳이다. 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거치는 과정
이므로 오토바이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 좋은 길 변이나, 저지대에 
분포한다. 마무리 단추를 달고 실밥을 정리하며, 바지나 치마 허
릿단에 고무줄을 넣고 각종 부자재를 부착하고 다림질 등의 작업
을 한다. 시야게 작업은 하루 최대 500장 정도까지 옷의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종합공장이라 하더라도 하루 생산량은 100-150장 
내외로 한정40)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자체에 시야게사를 두는 경
우는 드물다고 한다. 따라서 단일공장으로 분업화된 것으로 보인
다.

그림 110 내부 - 창신5가길 시야게집 평면

40) 서울시 창신동 봉제공장 산업생태계의 공간적 특성(2015, 장미진, 양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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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공장
종합공장에도 하청구조에 따라 하청공장과 재하청공장, 직영동

장으로 나뉘지만 공정유형에 따른 분류상으로는 세 종류의 공장 
모두 2개 이상의 공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종합공장에 속한다고 
본다. 종합공장은 공정의 처음부분인 패턴작업과 마지막부분인 시
아게 작업만을 외주화 하고 내부에서 재단부터 미싱일까지 담당하
는 5-10인 규모의 공장이다. 보통 비용절감을 위해 종합공장의 
사장이 재단과 패턴을 도맡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재단-재봉’, 또
는 ‘패턴-재단41)-재봉’까지의 공정 처리하며, 공장의 인원이 단
일 공정을 수행하는 공장보다 비교적 많고, 재단판, 패턴판의 크
기가 크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4.1.2. 규모에 따른 분류
창신동의 봉제공장은 공정에 따라 다른 공간 형태나 규모를 를 

사용하기 보다, 각 공장의 생산력, 즉 종사자 규모에 따라 공간의 
규모가 선택된다. 따라서 건축물 규모에서 형태적으로 유형의 분
류가 가능한 것은 ‘단층형’과 ‘다층형’이다.

1) 단층형
단층형의 경우 규모가 작은 봉제공장 이거나, 단일 공정(패턴, 

시야게, 마도메, 하청봉제공장)을 수행하는 공장이 위치한다. 

2) 다층형
다층을 사용하는 공장은 종사자의 규모가 평균 6인 이상으로 

나타난다. ‘재단-봉재’ 공정이 이루어지며 재단판이 차지하는 면
적이 높기 때문에 면적이 좁은 건물 공간을 활용할 경우 2층 이
상을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각 공장은 공장 외부의 공용공간을 사
용하거나, 공장의 상층부를 사용할 경우 공용공간의 계단을 막고 

41) 재봉을 하기전에 옷감을 자르는 작업으로 재단만을 하는 공장은 없으며, 재단판의 크기가 
90x180-200cm로 큰공간이 요구된다. 재단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말려온 원단을 일정한 크
기로 재단기를 사용해 자른뒤, 패턴작업실에서 받아온 옷본을 두고 이에 맞춰 재단용 칼로 
겹쳐진 원단을 자르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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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계단공간을 점유하기도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공장내부
에 계단을 만들어 공간을 활용하기도 한다.   

아래 도면의 경우 반지하와 1층 공간, 2층의 규모를 사용하는 
공장의 평면이다. 이 경우 다세대+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의 건물로
써 지하층으로의 출입구는 건물 후면에 위치한다.

그림 111 내부 - 창신5가길 공장 (1층 내부, 지하층 내부), 출입구 사진)

그림 112 내부 - 창신 5가길 공장 평면 - 다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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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봉제공장과 가로와의 관계
4.2.1. 입면요소

1) 캐노피

그림 113  입면요소 - 캐노피

공장의 전면에는 넓은 캐노피가 달려있으며 이것은 원단이나 
완성된 제품을 적재 할 공간으로 공장의 전면부를 활용하기 때문
에 만들어진 입면요소이다. 또한 오른쪽 사진의 경우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건물내부가 아닐 경우에도 지붕과 같은 역할로 
써 캐노피를 설치한다.

2) 스팀배관

그림 114 입면요소-스팀배관 - 외부

봉제공장에는 스팀배관이 건물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 스
팀배관은 스팀다리미를 사용하는 봉제공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규모가 작거나 단순 재봉작업만을 하는 소규모업장에서는 이와 같
은 스팀배관을 찾아 볼 수 없다. 외부에서는 봉제공장인지 가늠하
기 어려운 창신동에서 스팀배관이나. 수증기가 나오는 곳은 봉제
공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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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입면요소-스팀배관 - 내부

그림 116 3구역 봉제공장 건물-가로입면

3) 출입구와 창문

그림 117 입면요소 - 출입구, 창문

봉제공장들은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창문과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한다. 원단과 옷에서 나오는 먼지를 환기시키기 위한것이
데, 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관에 신경을 쓰지 않아 봉제공장
이 위치한 건물의 창은 깨끗하지는 않으며 스팀배관의 노출을 위
해 일부 창을 임의로 뚫어 배관을 밖으로 빼놓는 특징이 있다. 또
한 출입구의 경우 원단두루마리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봉
제공장 밀집지역의 특이한 가로경관 요소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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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봉제공장 내부와 가로평면

4.2.2. 기타요소 - 화물용 오토바이, 자투리천뭉치

그림 119 입면요소 - 화물용 오토바이, 자투리천 뭉치

이 밖에 입면요소라고 하기 어렵지만 건축물의 입면과 함께 항
상 있는 것이 화물칸이 달려있는 오토바이와 자투리 천을 담아둔 
쓰레기봉투이다. 저층주거지로 공동 쓰레기장이 없고 공장 내부에
도 쓰레기를 적재해둘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건물 외부로 내놓
으며, 오토바이는 항상 봉제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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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구역별 가로입면 및 용도단면

1구역 2구역 3구역 6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

표 146 가로입면 keymap

각 구역별로 공장이 위치한 건축물유형의 특징을 보여줄 수 건물이 연속 된 
가로를 선택하였고, 그 건물의 입면과 층별 용도, 군집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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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구역 건축물 가로입면 

다가구주택, 근생시설 복합 건물로 근생용도의 공간 뿐 아니라 
다가구용도의 공간도 봉제공장으로 쓰이고 있다.

표 147 1구역 입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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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도의 건물이 많아 봉제공장 비율이 적고, 공장은 4층까지도 위치하며 근생용도의 공간에 봉제공장이 위치한다. 

표 148 2구역 입면-용도

2)  2구역 건축물 가로입면



- 146 -

주택, 근생시설 겸용의 건물로 지하, 1층부 근생용도의 공간을 공장으로 사용하며 주택용도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표 149 3구역 입면-용도

3) 3구역 건축물 가로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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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근생시설 겸용의 건물로 지하, 1층부 근생용도의 공간을 공장으로 
사용하며, 주택용도의 공장이용 빈도는 적다.

표 150 4구역 입면-용도

4) 4구역 건축물 가로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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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구역 건축물 가로입면

다가구주택, 근생시설 복합 건물로 근생용도의 공간 뿐 아니라 다가구용도의 
  공간도 봉제공장으로 쓰이며 건물의 공장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151 5구역 입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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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구역 건축물 가로입면 및 용도 단면

 창신길 변의 1층부 근생시설, 소매점용도에 봉제공장이 위치하며, 주택용도는 주거로 사용된다.

표 152 6구역 입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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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길 변의 1층 부 근생시설, 점포용도에 봉제공장이 위치하며, 주택용도는 주거로 사용된다.
표 153 7구역 입면-용도

7)  7구역 건축물 가로입면 및 용도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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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봉제공장의 미시적 형태연구는 공장의 현황조사를 통해 내부평
면을 그리고 외부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봉제
공장이 원단과 완성제품의 운반을 위해 사용하는 오토바이, 원단, 
완성품 꾸러미, 제품을 작업할 때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모은 봉
투 뭉치 등의 요소가 가로변에 적치되면서 나타내는 혼잡한 분위
기가 봉제공장이 밀집한 창신동의 가로경관을 구성한다. 

또한 공장안에서 사용하는 스팀다리미의 설비의 일부인 배관이 
건물 입면부에 노출되거나, 물건의 적치, 오토바이의 주정차 공간
을 위해 설치된 캐노피 또한 건축물의 입면요소가 된다. 

입지특성연구에서 공장의 위치는 가로의 폭과 가장 밀접한 연
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원단과 완성품의 이동을 위한 오토바이가 
접근이 가능하고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가 있었는데, 입면
과 평면연구를 통해 본 봉제공장의 미시적 형태 특징 역시 오토바
이, 원단과 완성품과 외부 가로변에 적치와 연관을 보였다. 이것
은 창신2동의 봉제공장의 규모가 작고, 건물역시 대지 내 공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로변으로 공장운영에 필요한 물건들을 
적치하면서 나타난 특징이다. 공장 내부의 경우, 공장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만큼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벽면
걸이 선반을 이용하는 특징을 나타난다.   

미시적 형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건축물 내부사용과 공장과 가
로인접부의 사용방식이 가져온 환경은 일정부분 정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봉제업 공정상 필요한 캐노피, 오토바이의 주․정차 공간, 
스팀배관의 노출은 유지하면서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공장 측의 
운영상의 이유 뿐 만아니라 창신2동이 가진 봉제산업 밀집지역이
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물건적치로 인한 
너저분한 가로경관, 소음, 정리되지 않은 오토바이 주․정차 문제는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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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도심부의 제조업은 1930년대 용도지역제에 의해 불허용도인 
공장으로 분류되었고, 그 제한규정이 공장의 원동기 출력을 기준
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장의 규모를 공정단위로 분화하여 기준을 
넘지 않는 소규모화 하는 방법을 통해 현재 ‘도심형 소규모 제조
업’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도심부에 남은 제조업체들은 의류․봉제
업이나, 인쇄업과 같이 시장의 인접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별로 분화하여 관련 업체끼리의 네
트워크화 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밀집하
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재의 용도지역제에서 소규모 제조
업관련 된 업종에 대한 입지규제가 전무하고, 소음․수질․폐기물와 
관련한 환경적 규제만을 하고 있어, 도심형 산업은 어디에나 입지
할 수 있지만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혼재되어 있고, 환
경적 규제의 범위를 넘지는 않지만 소음 발생, 적치물 유발 등 의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창신2동의 경우 서울의 도심부에서 소규모 
제조업인 봉제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본래 주거지
인 창신동에 70-80년대부터 과거 동대문의 대형의류공장에서 근
로하던 사람들이 작은 공장을 열기 시작하면서 봉제공장 밀집지역
이 되었다. 성곽마을로 구릉지형의 자연발생형 주거지인 창신2동
에 어떠한 입지규제도 없이 분포해 있는 현재 공장의 군집양상은 
봉제공장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 자율적으로 위치한 결과
이다. 실제로 대상지의 봉제업체의 감소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 침체와 제조업활동 
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인 창신2동의 봉제공장의 입지특성과 군집양상의 조사
와 분석의 결과는 창신2동의 어떤 도시형태적 특성이 공장이 운
영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요인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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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에서는 동대문배후생산지이자, 과거 동대문의 대형의
류공장이 문을 닫은 후 이곳에 종사했던 작업자들이 작은 공장을 
개업하면서 창신2동에 소규모 봉제공장이 밀집하는 결과라고 밝
히고 있다. 현재 도시의 계획은 점차 지역적 차원으로 변화하고, 
시민의 생활권 단위의 계획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
구에서 진행한 분석의 과정은 외부의 입지적 특성이 아닌 대상지 
내부에서의 입지적 특성과 미시적 형태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봉제공장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지만, 소규모 제조업의 특징이자 봉제
공장의 공간사용 방식의 특징인 ‘공장용도의 건축물 공간이 아닌, 
기타용도의 공간을 사용’하며 빚어지는 문제의 개선책에 대한 논
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간 대상지 내에서 봉제공장은 지역 산업
이자 상권의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어왔고, 동네의 정체성의 지속
을 위해서라도 봉제공장들은 창신2동에 남아 있어야할 요소이다.

본 연구는 공장이 지역 내에서 공간별로 다른 군집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 가로, 필지, 블록 등 형태적 요소를 바탕으로 구역을 
나누고, 구역별로 입지특성을 도출해내었다. 결과를 통해 밝혀진 
공장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이 되는 형태요소와 
규모는 봉제공장이 지속할 수 있는 창신2동 주거지 계획에 필요
한 자료이다. 또한 미시적 형태분석을 통해 각 구역의 건축물 유
형을 꼽고, 층별 분포와 공간 내부의 사용, 공정에 의한 입면특성․
가로경관의 지배적 요소들의 도출은 건축물 단위의 계획에 앞서 
봉제산업의 특징을 보존하며 주거지환경을 관리․규제 하는데 기준
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창신2동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하는 주거․상업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지구단위사업 등 
생활권 규모의 계획에서 다루어지는 범위가 건축물단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산업과 주거지를 모두 고려한 계획을 위해 지역 내 
공간형태와 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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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sin‐dong,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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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wntown had served multiple functions from residence 
to commerce and industry since the period of Hanseong‐bu, 
bu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zoning system in 1930, the 
industrial function was considered inadequate for the 
downtown and related facilities were led to move to suburban 
areas. Nevertheless,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were left 
in the downtown area in forms satisfying the use regulations 
through differentiating their functions into process units. Even 
now, small factories such as clothing, sewing, and printing 
remain in the downtown and maintain their manufacturing 
functions because of the closeness of the market and their 
labor‐intensive characteristic.

Today’s downtown‐related plans, policies, and zoning system 
have accommodated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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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own‐type industry’ and are utilizing them for activating 
local economy. The current zoning system has removed 
regulations on the location of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and is applying only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noise, water contamination, and air pollution. Therefore, 
manufacturing factories can be located anywhere in the 
downtow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residential or 
commercial district. It is a positive change that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which was encouraged to move to 
suburban areas in the past, are now managed as ‘downtown 
industries’ and utilized as elements of district planning. 
Because there are not applicable regulations in city‐related 
laws, however, the residential district of Changsin 2‐dong, 
which is one of subject areas of this study, is now suffering 
the impairment of its residential environment by things piled 
on the streets, noise, and trashes from sewing factories in the 
area. As these factories use building spaces that are not for 
factories, they are not pleasant in terms of work environment, 
and as a result, both workers and residents are living in 
disagreeable environment. This implies limitations in managing 
such industrial facilities.

The sewing factories at Changsin 2‐dong, which began to 
gather there since the 1970s‐80s, have been the center of 
local economic activities and provided jobs to the residents in 
the area and its neighbors, and businesses in the town such 
as restaurants, sewing machine sale and repair shops, and 
subsidiary material providers are continuing their economic 
activities in connection to the sewing factories. Because the 
sewing factories are sharing part of the manufacturing function 
of Changsin 2‐dong and are the main stay of local economic 
activities, their continuance in the district is importa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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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nvironment of the 
sewing factories so that it is pleasant to both the residents 
and the workers. For this, we need to make local planning 
that the industrial environment of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distributed around different use zones do not 
damage the environment of the residential or commercial 
districts while maintaining its unique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region with maintaining the unique features 
of the industry and this needs to be preceded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and urban 
spatial structure.

In her research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Ecosystem of Sewing Factories at Changsin‐dong in 
Seoul’ (2015), Mi‐jin Chang analyzed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factories by surveying the physical distance 
of each factory from its sub‐contractors in order to examine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factories within Changsin 2‐
dong. According to the results, distance from the contractors 
was determined more by the factory’s size than its process, 
and the factories tended to continue transactions with their 
existing partners. That is, sewing factories concentrate on a 
certain area for cooperation among related businesses, but the 
more specific form of distribution in block unit within the area 
is determined by the owners’ decision based on suitability for 
factory operation. Because there is no influence of regulations 
on factory location, the current distribution is believed to have 
resulted from free choice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factory 
operation. Thus, this study purposed to find spatial structure 
suitable for factory loc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factories and urba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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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sewing factories 
among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and the location 
distribution of the factories was analyzed by floor through 
complete survey of Changsin 2‐dong where factories were 
concentrated most densely. In order to find the reason for 
clustering pattern in the factor of urban form, this study 
analyzed in the units of lot, street, and building. Because 
Changsin 2‐dong, a spontaneous residential district, has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varied among its spaces, this 
study divided the area into districts according to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the characteristics. In the unit of building, 
the survey was conducted by floor in order to understand 
location distribution three‐dimensionally.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the area, moreover, analysis was made to the 
units of plane and elevation for detailed examination on the 
effects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characteristic on urban 
environment.

Changsin 2‐dong has sewing factories in 337 buildings, and 
there are a total of 645 sewing companies. Although 
morphological factors inducing clustering were somewhat 
different among the district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sidewalk’ because the width of sidewalk should allow the 
traffic of motorcycles used by the factories to transport their 
products. Factories were concentrated most where the 
sidewalk was 4‐5m wide, and places with over 5m wide 
sidewalk were also crowded with factories. However, the 
distribution of factories was reduced sharply where the 
sidewalk was less than 4m wide, and such narrow sidewalks 
were found in steep slopes at Changsin 2‐dong, which is a 
spontaneous hilly residential area. Buildings built in spaces 
with such a narrow sidewalk are usually situated on a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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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less than 90㎡, and thus, they are too narrow to 
accommodate factories.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sewing 
factories to locate where the width of sidewalk is less than 
4m and the size of lot is less than 90㎡.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sewing factories is influenced by ‘building type,’ 
the second facto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by 
floor, sewing factories are located more in buildings with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than in those with residences 
because such buildings have a large floor area for exclusive 
use on the 1st floor and the basement. According to the 
survey, moreover, the exposure of ‘steam pipes’ necessary for 
factory processes and the piling of ‘cloth and fabric’ along the 
sidewalk are elevation factors of districts clustered with 
sewing factories, and ‘cargo motorcycles’ parked in front of 
factories is found to be a sidewalk landscape characteristic of 
districts concentrated with sewing factories. These factors 
were presented as ‘plane and elevation’ for the analysis of 
microscopic form.

Changsin 2‐dong, as a spontaneous area, shows various 
sidewalk widths and lot sizes. Streets with 4~5m‐wide 
sidewalks extend inside the area, and even steep places are 
reached by motorcycles for the transportation of fabric and 
finished products. Moreover, many of the lots are smaller than 
90㎡ and resultantly there are a large number of small 
buildings, but they also provide suitable spaces for 
miniaturized factories differentiated into process units. That is, 
in addition to its metropolitan location characteristics of 
‘Dongdaemun Fabric Market’ and ‘Dongdaemun Fashion Town,’ 
the physical form inside Changsin 2‐dong becomes a factor for 
the continuous concentration of sewing factories.

Thes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hysical form 



- 161 -

unique to a city is closely related to industries that have long 
been in the area, and therefore, the full‐scale ‘reform’ of the 
original urban form is not desirable for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areas concentrated with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What is more, the outcomes of analysis in this 
study, which was made for 7 districts divided according to 
topography, building type, and sidewalk pattern,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planning spaces where areal residences and 
industries are together in harmony before improvement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Changsin 2‐dong whe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in progress a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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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sewing industry, Clustering, Location characteristics, Urba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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