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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디지털단지가 산업구조 전환기에 도심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중심지로 발전 가능한 공간구조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
다.
최근 산업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산업단지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
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세
계 각국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산업 트렌드에 힘입어 우리나라 역시 서울의 유일한 국가
산업단지, 서울디지털단지에 미래 산업을 견인할 공간으로서 관심을 집중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디지털단지는 과거 제조업시대 인프라를 그
대로 사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맞이하려 하고 있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부분적인 문제해결에만 치중하고 있어 과거의 명성에 반대로 일반업
무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때문에 산업단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이용자
가 마주하는 외부공간과 지원시설을 활용한 입체·복합적인 계획이 서울디
지털단지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서울디지털단지는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산업용도 뿐만 아
니라 도시민들에게 어메니티(amenity)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강한 장
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디지털단지의 3단지를 서울의 서남부 지
식산업중심공간으로 하는 공간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디지털
단지가 미래 첨단지식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로 발전해갈 수 있는 기틀
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의 내용은 사례분석 및 현황분석과 공간구조계획 그리고 핵심 대상
지 계획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현황분석으로 역사적 변천과정과 도
시조직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산업단지의 입체·복합화에 관해 알아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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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3장에서는 대상지와 사례지의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토지이용과 근
로환경 측면에서 사례지의 공간계획전략을 분석하고 대상지를 토지이용,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교통 및 보행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공간구조계획을 제안하였다. 제 5장에서
는 공간구조계획에서 제안된 주요 거점 중 단계적으로 발전 가능한 핵심
대상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첫째, 구로공단에서 서울디지털단지까지 변
천과정에서 산업흐름과 단지 내·외부 도시조직의 변용을 함께 살펴봤다는
점이다. 설립 초기부터 성숙기까지 흥망성쇠를 도시 공간 변화양상과 함
께 관찰함에 의의가 있다. 둘째, 산업단지의 복합이용에 관해 범위와 방법
그리고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법과 사업 및 전략의 한계점을 진단했
다는 점이다. 기존 전략이 민간개발 위주와 개별 필지단위 개발로서 부작
용을 지적하고 서울디지털단지를 네 가지 분석의 틀로 검토하였다. 셋째,
도시 첨단산업 집적지 사례 분석을 통해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을 토지이용과 근로환경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대표 선도 사례
지의 공간 전략을 도시·건축적 관점으로 서울디지털단지와 비교분석함에
의의가 있다. 넷째, 서울디지털단지의 도시·건축적 계획의 한계점을 제시
하고 실제 공간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공간구
조계획과 세부설계로 구체적 구조개편안을 제시함에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가 도심 첨단지식산업을 선도하
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단지를 넘어 24시간 365일 활성화
되는 일상적 업무공간으로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산
업단지의 새로운 정체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주요어 : 서울디지털단지, 첨단산업 집적지, 외부공간, 도시공간구조
학 번 : 2016-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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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수출 주도형 제조업을 기반으로 계획된 구로공단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경제성장과 동반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임금상승, 토지비용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졌고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급속한 쇠락을 경험하게 된다.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로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변화시킬 필요성
을 인지하여 1997년부터 벤처기업과 R&D, 첨단정보·지식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식산업육성을 목표로 서울디지털
단지로 명칭을 변경하며 노동집약적 굴뚝·담벼락 공장에서 기술집약적 첨
단지식산업단지로 변모했다.

그러나 기존 차량 중심의 제조업 시대 인프라가 그대로 유지된 채 전반
적인 계획 없이 개별 필지 단위 개발이 이어졌고 공장들이 위치한 자리에
지식산업센터들로 빠르게 치환되었다. 또한, 공장건축에서 환원된 외부공
간은 개별로 계획되어 또 다른 단절을 낳았고 상위계획의 목표인 기업지
원시설 확충과 산업단지 활력 및 어메니티 제고를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
이다. 때문에 산업단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이용자가 마주하는 외부공
간과 지원시설을 활용한 입체·복합적인 계획이 서울디지털단지 환경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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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 전환기에 산업단지 내 입체·복합적인 개발의
내용, 방식,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신규 첨단산업 집적지의 도시·건축 계
획 전략을 분석한다. 분석한 내용을 통해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쟁점
과 요소를 도출해 낸다.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과거 산업단지 계획에서
소외되었던 외부공간과 지원시설을 새롭게 활용하여 단지 내 근로 환경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외부적으로 주변 도시조직과 맥락을 잇
는 공간구조 개편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1> 서울디지털단지 기본 현황
서울디지털단지 기본 현황

제조업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간변화 양상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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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이다. 계획의 범위는 <표2> 에서와 같이 사무공간을 제외한 외부공간 공
공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가로, 공개공지와 건축물 내 지원시설에 초점
을 맞춰서 계획하도록 한다. 계획의 시점은 향후 10~20년 개발을 걸쳐 3
단지가 도시 첨단지식산업의 집적지로서 발전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 변천 과정과 기본 현황을 통해 서울디지털단지를 이해
하고 과거 산업단지의 계획의 특징을 고찰한다. 서울디지털단지의 상위계
획과 관련 사업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산업단지 입체·복합적 개발 쟁점을
제시하여 국내 첨단지식산업 집적지 사례분석을 한다. 국내 사례에서 입
체·복합적 이용을 위한 전략을 살펴본 후 분석의 틀을 도출하여 3단지 공
간구조를 진단하며 설계 방향성을 설정한다. 설정한 목표 및 전략으로 전
반적인 도시 공간구조계획을 하고 단계적 개발을 위해 전략적 핵심개발지
역 설정 및 종합구상안으로 미래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표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

공간의 범위

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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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서울디지털단지 현황 및 분석

2.1.

서울디지털단지 개요

1) 서울디지털단지 역사와 변천 과정
서울디지털단지의 현재형을 살펴보기 전에 구로공단의 설립 초기부터
쇄락기까지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단순히 구로공단 내부 변화만
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 아울러 우
리나라 산업구조 재편에 있어서 서울디지털단지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고
찰하도록 한다.

(1) 최초 국가산업단지
<표 3> 산업단지 정책의 변화 과정
산업단지 정책의 변화과정1)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발전

산업발전기반

중화학 공업기반

산업구조

산업발전

산업발전

단계

형성기

확충기

조정기

도약기

성장/확대기

정부조도 경공업

정부주도

중화학 분야

민간주도

지식기반산업,

위주 수출정책

중화학 육성

산업합리화

경제운용

미래산업의 육성

섬유, 항만,
전기제품, 신발

석유화학, 철강,
선박, 자동차

울산공업센터

지방공업개발

구로수출공단

수출자율지역

산업
정책
기조
산업
구조

비고

반도체,
서비스화 중심의
전자공업, 자동차
S/W 산업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농공단지

1) 산업입지요람의 표 내용을 재구성,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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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
확대

2000년대

정보통신산업,
게임, 생명,
융복합 산업
도시첨단산업단
지,
문화산업단지,
첨단복합의료단
지

6·25전쟁 이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향 공업화 정책에 힘입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집적 경
제체제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의 집중적인 산업 육성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했고, 한국의 산업단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
되었다. 즉 국가 산업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국토 발전의 거점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으며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다.2) 제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한 우리나라의 최초 산업단지는 울산공업지구(현, 울산국가산업
단지)와 한국수출산업공업 단지(현, 서울디지털단지)이다. 이를 기점으로
70년대 창원, 여천 등 중화학 공업기지를 조성하는 등 경제발전전략에 부
합하는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왔다.
그 중 한국수출산업공업 단지는 1964년 9월 14일에 제정된 「수출산업
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근거하여 총면적 45만 2,900m²의 규모로 1964년
12월에 착공하여 1966년 2월에 완공되었다. 단지 조성 초기에는 애초 계
획보다 입주희망업체가 적어 기업유치가 쉽지 않았지만 단지가 준공될 시
점에 이르러 입주희망 기업이 점차 늘어나면서 단지를 확장해 나갔다. 이
에 따라 기존 단지의 인접 지역인 가리봉동 일대에 39만 5,800m²를 확장
하기로 하고, 2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2단지의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되
자 2단지 조성이 완료된 1968년부터 3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
하고, 2단지의 인접 지역인 가리봉동과 경기 철산리 일대에 3단지를 조성
하게 되었다.

2) 산업입지 54호, 산업단지 50년의 성과와 발자취 6p, 산업단지공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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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의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3)

1단지

위치

지정일

면적

구로동

1965. 1. 28

452.9천m²

1967. 10. 28

395.8천m²

1970. 1. 5

1,131천m²

가리봉동
2단지

(현, 금천구 가산동)
가리봉동 및 경기도 철산리

3단지

(현, 금천구 가산동)

3) 한국공단총람, 한국공단연구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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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공 1965. 3. 12
준공 1967. 4. 1
준공 1968. 6. 30
기공 1970. 5. 7
준공 1973. 11. 24

(2) 제조업 기반 수출산업단지
조성 초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 상품에 상당한 제조기술과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전망이 확실한 중소기업체’
만 입주가 가능하였다.4) 이는 사실상 재일교포기업의 유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 1967년 말 단지 내 입주기업 31개사(1967년 말 기준 교포 기업
18개사, 국내기업 11개사, 외국기업 2개사) 중 이들이 18개사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5> 단지별 기업체의 가동시작 연도 분포
단지별 기업체의 가동시작 연도 분포5)
1단지

2단지

업체수

비율(%)

업체수

합계

3단지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1967년 이전

11

23.9

0

0.0

0

0.0

11

5.3

1968~1969년

5

10.9

10

31.3

1

0.8

16

7.7

1970~1974년

11

23.9

14

43.8

73

55.7

98

46.9

1975~1979년

13

28.3

7

21.9

55

42.0

75

35.9

1980년 이후

6

13.0

1

3.1

2

1.5

9

4.3

합계

46

100.0

32

100.0

131

100.0

209

100.0

이후 ‘국내기업체 공업단지 입주지정 기준’을 변경하여 대기업의 입주
도 허용되었고, 입주기업체의 전량 수출의무에 대한 규정도 완화됨6)에 따
라 입주기업의 특성도 변화되었다. 애초에는 재일교포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수출산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국내의 수출기업
에도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구로동의 수출산업공업 단지는 확장될 수 있
었다.

4) 수출산업공업 단지 개발 조성법 제 16조 입주자격
5) 단지별 기업체의 가동시작 연도 분포, 한국공단연구소, 1982
6) 상공부는 1969년 5월 고시 제 4,471호를 통해 대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였다. 더
욱이 입주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전량수출조건도 완화되어, 1968년 7월부터는 생산제품의 40% 범
위에서 국내 판매도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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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구로공단 입주업체 업종별 분포
구로공단 입주업체 업종별 분포7)
1971년

1982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섬유·봉제

25

33.8

64

30.3

화학 및 플라스틱

4

5.4

9

4.3

조립금속

1

1.4

11

5.2

기계 및 장비

-

-

16

7.6

전기·전자

13

17.6

55

26.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4

5.4

9

4.3

출판

2

2.7

10

4.7

가발

10

13.5

3

1.4

기타

15

20.3

34

16.1

합계

74

100.0

211

100.0

한국수출산업공업 단지는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경공업 위주의 수
출주도형 정책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1, 2단지가 가동되던 1969년부터
1980년까지는 섬유·봉제업종이 공단 전체 수출의 점유율 1위를 고수하며,
12년 동안 공단 수출액의 평균 44.4%를 차지하는 등 크게 호황을 누렸
다.8) 제 3단지가 준공되고 1, 2, 3단지의 입주가 완료된 이후인 1982년에
도 섬유·봉제의 비중은 여전히 컸고 그다음으로 전기·전자가 26.1%를 차
지하였으나 가발제조업체는 3개소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시기 동안 구로
동의 수출산업공단에는 섬유·봉제, 전기·전자, 그리고 가발 등과 같은 수
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체가 주로 입지하였던 것이다. 서
울의 여타 지역의 제조업체에 비해 구로동의 수출산업공업 단지에 입지한
업체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다. 1971년 당시 제 1, 2단지 입주업체의 1
사당 평균 종사자 수는 239.5명이었고, 1982년이 되면 제 1, 2, 3단지 입주
업체의 1사당 평균 종사자 수는 250.1명에 달하게 된다.

7) 구로공단 입주업체 업종별 분포, 한국공단연구소, 1982
8) 한국수출산업공단과 인천 수출산업공단이 합병되던 1971년 공단의 수출실적은 처음으로 1억 불
을 돌파한 1억 1,400만 불이 되었다. 그 후 1980년도 18억 7,400만 불을 수출하기까지 공단은 연
평균 31%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였다. 이것은 전국 수출실적의 10% 이상을 점유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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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수출산업공업 단지가 성장함에 따라 서울 제조업체의 지역별 분
포 역시 영향을 받았다. 구로동은 당초에 영등포구에 속해 있었지만, 1980
년 4월 구로구가 영등포구로부터 분구되어 구로동 수출산업공업 단지가
구로구에 편입됨에 따라 구로구가 제조업의 중심지로 변화하였다.
<표 7> 서울시 구별 제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서울시 구별 제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9)
사업체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개수

비율(%)

명

비율(%)

종사자수(명)

종로

155

1.9

5,422

1.3

35.0

중구

651

8.0

10,126

2.5

15.6

용산

310

3.8

9,142

2.3

29.5

성동

1,114

13.6

60,204

14.9

54.0

동대문

466

5.7

19,301

4.8

41.4

성북

264

3.2

8,507

2.1

32.2

도봉

461

5.6

21,439

5.3

46.5

은평

134

1.6

4,799

1.2

35.8

서대문

89

1.1

2,569

0.6

28.9

마포

301

3.7

7,458

1.8

24.8

강서

643

7.9

34,348

8.5

53.4

구로

1,562

19.1

137,534

33.9

88.0

영등포

1,395

17.1

59,960

14.8

43.0

동작

131

1.6

7,590

1.9

57.9

관악

102

1.2

2,501

0.6

24.5

강남

76

0.9

2,724

0.7

35.8

강동

313

3.8

11,589

2.9

37.0

합계

8,167

100.0

405,213

100.0

49.6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83년 당시 서울에서 구로구에 제조업
체가 가장 많이 입지해 있었다. 구로구에는 전체 사업체 8,167개 중에서
19.1%에 달하는 1,562개 업체가 입지하여 전체 제조업 종사자 40만 5,213
명의 33.9%에 달하는 13만 7,534명을 고용함으로써 서울 제조업의 중심지
로 부상하였다. 구로구는 사업체당 종사자 수도 88명에 달해 서울시 제조

9) 서울시 구별 제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서울통계연보,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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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평균인 49.6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수출업체
들이 수출산업공업단지 내에 입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바깥에도 많
은 제조업체들이 입지하여 제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표 8> 구로공단 전경
구로공단

수출산업단지, 구로공단 전경

지역구 별로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비교해봤을 때 80년대
구로는 제조업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이었고 그 중 구로공
단은 공단의 물리적 면적 자체는 고정되었지만, 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단지 내적으로 확장이 가속화되었
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단지로 계획되다 보니 단일 산업시설 위주의 토
지이용, 큰 규모의 필지 구획, 물류 및 운송 효율을 위한 차량 중심 계획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를 견인했던 구로공단은 80년대 중반부터 노사분규의 확산, 임금상승, 3D
업종 기피 등으로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기업
들의 내수 전환, 공장 폐쇄, 동남아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등이 계속되었
으며 이는 수출 부진과 고용감소로 이어져 단지의 공동화가 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공단의 침체와 더불어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고 도시가 확장
됨에 따라 산업단지는 변두리에서 도심부로 점차 흡수되었다.

- 10 -

(3) 도시팽창과 산업단지의 단절
기존 경부선 철로를 경계로 동·서로 나누어져 조성되어온 2, 3단지는 유
일한 통로인 고가육교 ‘수출의 다리’에 의해 연결되었다. 안양천을 중심으
로 서쪽에 위치한 시흥시 일대는 생산제품의 수송통로였던 남부순환로
(1978)와 철산교(1976)로 연결되어 공단을 광역적으로 연결하였다. 수도권
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초입부에 위치한 베드타운(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주공아파트 단지)이 개발되면서 인근 주거지와 연결도로(광명대교, 1987)
로서 용도가 변하게 되었고 이후 수도권 주거지 개발이 점차 확장되었다.
서부간선도로(1991) 신설과 경부선 철로 이용이 확대되면서 남북으로는
연결성이 강화되었지만 1, 2, 3단지를 연결하는 유일 통로인 수출의 다리
에 통행량이 집중되면서 인접 도시조직과는 동서 간의 단절, 단지 내부로
는 남북으로 분단이 점차 가속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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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구로공단 변천과정
구로공단 변천과정

1974년

1981년

198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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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디지털단지 기본 현황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입주 업종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구
로공단은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공단을 부활
시키기 위해 ‘구로수출산업단지 첨단화 계획’을 세우면서 변화를 시도하
게 되었다. 2000년 12월 구로공단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
하며 이전의 노동집약적 제조 산업에서 벤처, R&D, 첨단정보·지식산업 중
심의 첨단산업10)단지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이후, 단지 내 첨단산업 관련
업종이 증가하였고, 굴뚝·담벼락 공장에서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로 변모
해왔다. 현재 총면적 1,922,261m²에서 기업체 수 9,670개사 종사자 수
151,813명11)이 입주해 있고 주요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전자정보기기, 의류, 기계 등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
서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의 도심형 고밀 산업단지로 변모했다.
<표 10> 서울디지털단지 주요업종
서울디지털단지 주요업종 (사업체 수)
구분

1967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7년

음식료

-

1(0.4)

2(0.8)

4(0.6)

29(0.3)

75(0.8)

섬유의복

7(22.6)

71(31.7)

81(31.0)

90(13.8)

533(5.2)

638(6.6)

목재종이

-

14(6.3)

24(9.2)

96(14.8)

229(2.2)

234(2.4)

석유화학

4(12.9)

15(6.7)

23(8.8)

9(1.4)

225(2.2)

339(3.5)

비금속

-

1(0.4)

1(0.4)

16(2.5)

15(0.1)

18(0.2)

철강

-

3(1.3)

3(1.1)

2(0.3)

13(0.1)

10(0.1)

13(41.9)

100(44.7)

109(41.8)

기계
전기전자

147(22.6)

611(5.9)

651(6.7)

213(32.8)

2,389(23.1)

2,244(23.0)

운송장비

-

-

-

15(2.3)

31(0.3)

43(0.4)

기타

7(22.6)

19(8.5)

18(6.9)

58(8.9)

150(1.4)

190(2.0)

비제조

-

-

-

-

6,124(59.2)

5,282(54.3)

합계

31(100.0)

224(100.0)

261(100.0)

650(100.0)

10,349(100.0)

9,724(100.0)

10) 본 연구에서는 첨단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첨단제조업, 지식산
업, 정보통신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11)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산업단지공단,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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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디지털단지 생애주기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12) 으로
업종이 변화하고 공장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고밀 환경이 갖
춰졌고 이는 지식산업 관련 종사자 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1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주력기간산업: 섬유, 의류, 신발,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자동차, 조선
-지식기반제조업: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BIO),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지식기반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업서비스,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신문방송,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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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디지털단지 토지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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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디지털단지와 입체· 복합화

입체 도시계획이란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상하에 다른
종류의 용도가 지정 가능한 것(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을 의미
한다. 또한, 이런 경우 대개 공간 이용 활동(activity)이 상호 복합화(mixed
use)되어 나타나므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활용에 따
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13) 한정된 도시공간 속에서 도시의 효
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체도로, 초고속 통신망의 지하매설, 지하
물류시설계획, 전력선 지중화 등 도시기반시설의 입체·복합화가 주로 일
어나고 있다.
산업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산업단지 환경이 전환됨에 따라 단일용도의
산업시설구역이 주거나 상업과 함께 복합화되며 건축물뿐만 아니라 입체
·복합적인 개발 및 정비의 부대가 되고 있다. 한정된 토지 내에서 집중적
으로 일어나는 입체·복합은 단지의 개념을 넘어서 상생하는 도시조직 일
부분으로 재정립 되어야할 시점이 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산업단지의 입
체·복합이용에 관해 그 범위와 방법 그리고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법
과 사업 및 전략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지적해본다.

1) 산업단지 용도 복합
복합구역, 복합용지,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산업시설을 위한 단일용도 토
지이용과 경직된 입주시설의 배치를 탈피하고 첨단 서비스 업종의 증가
등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14) 산업
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대신 생산기능, 지원기능
13) 산업단지의 혁신환경과 생활여건이 중요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2014년
1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처음으로 복합용지라는 개념 도입.
14) 2014년 1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처음으로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였
으며, 같은 해 12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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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계하고, R&D, 주거·상업, 문화·편의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
으로 제공하는 공간15)이다. 기존 도시 및 수도권 산업단지 재생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 개발 시 산업단지 내에 용도 복합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복합의 내용, 방식 그리고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한계점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1) 복합구역과 복합용지
복합용지와 복합구역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단일 용지 또는 구
역 내 다양한 시설이나 기능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용적인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11> 복합용지와 복합구역의 개념과 범위
복합용지와 복합구역의 개념과 범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부대되는 모든 용지를 포함하는 개념
-특정용지 내에서 산업시설용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시설과 교육 및 연구시설, 업무,
전시, 유통, 주거, 문화, 의료복지, 체육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용지
복합
용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복합용지는 산업단지 내 산
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유상 공급면적 중 산업시설용지는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용지와 합
산하여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는 50%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0% 이상, 농공
단지는 60% 이상을 유지해야함
-산업시설규역의 입주대상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이 주된 입주대상

복합
구역

-산업집적법상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
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하기 위한 공간’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50% 이상 이어야 함.

산업입지법상의 복합용지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주거시설, 상
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지만 산업집적법상의 복합구역
은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대상 시설,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시설을 중심으
로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전체 개발 대상지를
포함하는 데 반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은 개발 계획상의 지정면적에서
주거와 상업시설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용지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15) 복합용지(구역)은 현재 25개 단지 1,230천m² 규모로 지정 되었으며, 국가단지 4개 211천m², 일반
단지 16개 815천m², 도시첨단단지 5개 204천m²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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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포함하는 모든 시설의 복합적 입지를 허용하는데 반해 복합구역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에 배제되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포함하기 어
렵다.16) 즉 복합용지는 포괄적인 개념인 데 반해 복합구역은 제한적인 시
설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발 계획상의 차이점이 있다.
<표 12> 복합용지와 복합구역의 개념과 범위-2
복합용지와 복합구역의 개념과 범위

개념도

관련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면적 50% 이상 확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통합 입주가능
필요
주요
내용

-교육연구, 업무, 관광, 주거, 문화 등 복합

-제조시설(작업장)과 편의시설(마트 등)

-용도지역17):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문화·레저공간, 교육·연구공간, 복지시설(어
린이집 등) 등의 혼합 배치가능

-조례상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적용 가능

시기별로 복합용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도입 이전 지정된 산업단
지는 10개 513천m² 인 반면 제도 도입 후 대부분이 신규로 지정되는 산
업단지에 복합용지를 지정하였으며 그 규모는 15개 717천m²이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의 복합용지는 대부분 분양 중(2개)이거
나 분양계획(13개)으로 신규로 지정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
세이다.

16)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관리방안, 산업단지공단
17) 복합용지 도입 시 용도지역을 준공업, 준주거지역으로 설정가능.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 가능,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한 적용, 건축물: 공장 이외에 주거, 의료, 교육, 연구시설
등의 입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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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복합용지 지정 현황
복합용지 지정 현황18)
시기
제도
도입전
(~2014)

복합용지

복합용지

지정면적

산업시설

산단수

면적

1960년대

1

5

609

용지면적
513

2000년대

4

288

5,046

1,423

2010~2013년

5

220

7,960

4,627

소계

10

513

13,615

6,563

2014~2016년

15

717

10,053

4,697

제도
도입후

(2) 복합건물로서의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
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이
다.19) 지식산업센터 건설의 가장 큰 목적은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통해서
대도시의 공업용지난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외에 필요성을 보자면 아래
와 같다.
<표 14> 지식산업센터의 필요성, 지식산업센터 가격결정요인 분석, 배성완
정책목표
용지난 해소
도시환경
개선
기업간 협력
및 정보교류

문제점

해결방안

대도시 공업용지 부족

-토지이용의 고도화

중소규모 공장 난개발로 인한 주거 환경 -공장의 집단화
훼손 및 도시기능의 저해
-공장 미관 개선
관련기업 기술·정보의 교류 필요성

-공장 집적화로 산업간 교류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 제조업 이탈로 인한 도시 내 소득 -도시 내 공장입지로 기업의 노동력 공
기반 감소
급 및 소득 기반 형성

임대공장의
자가공장
확보

-자가 공장 확보
소규모 제조업의 기업여건 불안정 및 공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인한 생산성 향
장부지 확보 어려움
상

관리비용
절감

-부대시설 공동이용 가능

영세기업의 운영의 어려움

-시설의 일괄 관리로 관리비 절감

18) 시기별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현황,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6년 말 자료 기준
19) 2014년 1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처음으로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였
으며, 같은 해 12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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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1) 서울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
만 산업, 업무, 주거, 상업 등 서울의 도시 활동이 가장 폭넓게 일어나는
역동적인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주거지역의 7배, 상업지역의 2배
수준의 일자리가 집적된 서울 시민의 일자리 집적공간이며, 다양한 도시
서비스 기능의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산업기반의 쇠퇴, 건축물의 노후화 가속,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
른 열악한 정주 환경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산업과 문화, 주거, 상업이 공생하는 복합 산
업 지역’ 이라는 목표 아래 2009년 기수립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재정비하는 서울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성과 미
래상은 아래와 같다.

<표 15> 서울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서울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준공업지역 산업정책 방향과 미래상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주거, 상업 및 업무기능이 복합되는 지역
-앞으로의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과 주거기능, 상업기능 등 시민의
일자리와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도시기능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기능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
-단순한 기능혼재가 아닌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추구
-개별 도시기능들의 수용에서 기능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를 이끌어 내는 등 여러 도시기능들이 공존하는 구조를 마련
준공업지역의 관리원칙
-준공업지역의 총량유지,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총량을
유지
-전략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산업공간의 계획적 입지 유도
-재생단위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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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금천구는 5대 생활권 중 서남권에 해당하
고 있으며, 서남권역 글로벌 금융기능 강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가산·대림 광역 중심은 기존 대림 지역 중심을 업무기능이 강한 가산디지
털산업단지 일대까지 확장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을 중
심으로 창조적 지식 기반의 고용을 창출하는 수도권 서남부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표 16> 구로디지털단지 지역산업 생활권 관리방향
구로디지털단지 지역산업생활권 관리방향
-G밸리 1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지속추진 고려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기업 종사자 지원기능 입지유도 및 주요가로 활성화 유도
-가리봉동 촉진지구 해제 지역 내 디지털로 변 등 G밸리 지원기능 입지 유도
-대규모 주거기능 밀집지역의 주거지 수준 관리체계 도입 고려
-도림천과 연계한 녹지축 및 보행축 조성 유도
산업단지 관리
-대부분 IT서비스 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로 개발 유
도
-재생전략거점(고도화사업부지)의 앵커개발을 통한 활성
화
-디지털로 주요가로축 설정 및 내부 보행축 유도
-공원·녹지 등 휴게시설 보완 및 외부공간 개선 유도
서울디지털단지 1단지 재생방향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한 지원시설 도입 고려
-정수장 부지_지원시설용지
산업유산 재생 및 활용을 통한 문화·녹지공간 제공 유
도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주변 대지 내 오픈스페이스
조성 유도
구로디지털단지 지역산업
생활권 내 준공업지역 현황

-산업기술시험원_지원시설용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기능 전환 유도
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용도 수립
디지털로 변 가로환경개선 및 기업종사자 지원공간 확
충으로 산업단지 지원기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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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가산·독산 지역산업 생활권 관리방향
가산·독산 지역산업생활권 관리방향
-G밸리 2, 3단지 산업지원거점 강화 및 기업종사자 지원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독산 2, 4동 주거·산업 혼재지역의 중소규모 산업재생 활성화 유도
-대규모 공장, 군부대 이적지의 전략사업, 지역중심시설 등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G밸리와 연계된
신산업거점으로 육성
-G밸리 주변지역의 산업단지 배후지원기능의 강화
산업단지 관리
-2단지는 1, 3단지의 기능 및 물리적 연계거점 조성 고려
-3단지는 고도화 사업부지를 활용한 역세권 중심 복합지
원거점 조성 고려
-수출의 다리 등 동서간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고
려
-재생과 활성화 거점 선정 및 지원기능 확보 고려
-3단지 내 주요 가로 환경개선 및 활성화
서울디지털단지 2, 3단지 재생방향
-2단지 내 산업 특성 고려하여 인재육성, Start-up 공간
마련 및 3단지 전반적인 지원기능 확충을 위한 거점부지
개발 유도
가산·독산 지역산업생활권 내
준공업지역 현황

구조고도화사업 연계 추진 고려
-도로개설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지속적 추진 및 향
후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법정 관리 유도
-기수립된 또는 수립 예정인 개발 및 실시계획(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재생 추진 고려

(2) 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 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20) 이란 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
지, 보수, 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 내 업종 고부가
가치화 및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산업단지공단)가 산업기반
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을 확충이 주요 사업이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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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 사업
주요 세부사업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 등을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로 선정하여 토지
용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산업집적시설, 문화·복지·편의시설 등의 건
축사업을 시행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정부출자금을 시드머니로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에게 펀드자금 지원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정부 출연을 통해 산업단지별 특성 및 여건에 른 기업혁식 지원시
설·기관 등으로 구성된 센터를 구축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정부합동공모 사업

정부 부처별로 개별 추진되는 산업단지 적용 가능 고용환경개선 사업
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내 R&D·인
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문화사업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화·
예술·교육 및 공연 등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공동 추진

<표 19> G밸리 발전협의회 실무회의 자료
구조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G스퀘어 건립: 서울시-산단공-넷마블 간 업무협약(16. 6) 체결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고시(16. 9)후 현재 건축허가 협의 중(구로구)
-대행사업: G밸리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착공(16. 1 후지필름) 등
최근
주요
사업

1, 2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3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신규사업 발굴: 17년 대행사업자 모집 중이며, 가용부지 현황조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및 구조고도화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
-산재예방시설설치: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 공모(고용부 주관)에 참여하여 안전교육장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 통해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및 시설 확충

<표 20> 구조고도화 사업 진행 사항
구조고도화 사업 진행 사항

청소년센터

운동장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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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 건설

<표 21> G밸리 활성화를 위한 최근 주요 사업
G밸리 활성화를 위한 최근 주요 사업21)
G밸리 산업활성화
-정수장부지 개발, 각종 기업 지원펀드 확충, G밸리 패션센터 재개관, IoT기반확
대
녹지 및 문화공간 확충
-녹지공간 확충(공개공지 쉼터개선, 옥상녹화, 가로녹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운
동장 개발
서울시

보육 및 주거기능 강화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 임대주택 확충, 가산문화센터 복합개발, 행복주택
건립
G밸리 교통문제 근본적 개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일반도로화, 수출의 다리 램프신설 및 철산교 확장, 디지
털 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충
제도정비 및 G밸리 브랜딩 추진
-G밸리 홍보마케팅 추진, 상징가로 조성, 지하철역 테마역 조성
G밸리-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설명회

구로구

G밸리 넥타이마라톤 대회, G밸리 문화행사 개최
구로고가차도 철거 및 가로(디지털로 32가길) 환경 개선
G밸리 하우스(공공임대주택, 가산동 150-7) 공급

금천구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테마역 조성, G밸리 메인스트리트 조성
(1단지 대륭포스트 2차-3단지 가산1 펌프장/3단지 수출의 다리-가산디지털단지역)

서울산업진흥원 G밸리 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클러스터 지원
(SBA)
G밸리 기원 지원펀드 조성,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서울 IoT센터 운영
경영자협의회
산업협회

G페어 우수상품 설명회, G밸리 상생혁신 포럼 개최, G밸리 한마음 체육행사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근래에 시행된 사업들은 대규모 공사를 통해 기부채납 형식으로 단지
내부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동하여
사업의 주체로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현황이다. 그러나 대부분
의 개발 사업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점적 개발이거나 일시적인 이벤트 위
주 지원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전반적인 물리 환경 개선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21) G밸리 발전협의회 실무회의, 서울특별시 산업거점조성반,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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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디지털단지 구조고도화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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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도시 첨단산업 집적지 비교 분석

3.1.

국내 첨단산업 집적지 비교 분석

국내에 진행되거나 완료된 산업단지 중 첨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집적지22)에 대해 공간 구성, 용도 복합 및 디자인 전략을 분석한다. 분석
한 내용을 기반으로 종합 구상 전략을 도출해 연구 대상지인 서울디지털
단지에 적용하고 검토한다.
이에 사례선정 기준을 첫째, 지식기반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산업단
지를 선정한다. 둘째, 수도권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이며 마스터플랜 수립
을 통해 계획된 사례를 선정한다. 셋째, 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으
며 성공적인 선도 사례23)로 평가 받는 지역을 선정한다. 위 기준으로 선
정한 사례는 서울시 마포구 내에 위치한 상암 DMC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다.
분석 내용으로는 신규 지식산업 집적지 계획에서 토지이용과 근로환경
측면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산업단지 복합이용을 계획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이용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용도 면적과 배치 측
면에서 비교·분석하고 건축계획에서는 계획된 건축물들의 용도 및 건축물
계획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단지 계획 전략을 살펴본다.

2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산업입지법 제 2조)인 법
정 용어로서 첨단산업 집적지와 구분하도록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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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환경에서는 녹지 및 공개공지 분석을 통해 외부공간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보행로, 차로 공간계획을 분석하여 산업단지의 중추 역할을 하
는 가로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표 22> 첨단산업 집적지 복합 이용 분석의 틀
첨단산업 집적지 복합 이용
공간 계획
토지 이용

근로 환경

분석 대상

세부 분석 항목

토지이용계획

복합화 관련 배치 개념 및 면적

건축계획

건축물 용도 및 배치 계획

외부공간계획

녹지율, 공개공지 계획 및 유형별 녹지구성

가로계획

통행 용도 이외 가로계획 및 구성

1) 상암 DMC
<표 23> 상암 DMC 개요
상암 DMC 개요
위치

마포구 ‘상암 새천년 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지정일

2002~2014년

면적

569,925m²

입주
기업

966개

종사
자수

44,970명(2017. 1분기)

주요
유치
업종

-방송, 영화/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디지털
교육 등 미디어산업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는 산업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 소비하는 산업
-소프트웨어 및 IT관련 서비스업
-IT, BT, NT 연구 및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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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암

DMC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내·외 첨단 디지털 미디

어 기업이 집적된 정보도시 조성을 목표로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대규
모 미개발지(마곡, 운정·장지, 뚝섬) 중 하나인 상암에 택지개발사업의 일
환24)으로 개발이 추진되게 되었다.
당초 미디어밸리 사업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관련
생산, 연구, 교육 기능을 집적하여 세계적인 클러스터 조성 구상으로 인천
송도지역을 최종입지로 결정하였으나, 입지상의 제약과 사업 주체 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상암지역이 미래형 신도시를 구

상하게 됨에 따라 당초 미디어밸리가 구상했던 미디어 관련 특화도시, 친
환경 도시를 상암 신도시에 가미할 수 있게 되었다.

상암지역은 한강 이북 서울 서 측인 마포구에 위치하고 도심과는

7km

가 떨어져 있으며, 서쪽과 한강 이남으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의도와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신촌 및 마포 부도심을 연결하는 지역에 입지해있
다. 뿐만 아니라 경의선,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입지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서울 서북부의 새로운 국제교류 중심지이자 첨
단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서 세계로 연결

하는 관문지역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개발 당시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계
기로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었다.

DMC의 주요 개념은 ‘축(axis)의 설정’, ‘DMC 관문(gateway)설정’,
‘DMC 중심부(center of town)조성’등으로 설정하고 계획에 반영했다.
DMC의 골격은 수직축과 수평축으로 구분하여, 수평축에 대해서는 미디
어와 문화시설의 축으로 하고, 수직축은 디지털과 IT 관련 시설의 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선도시설은 중심부에 집적하여 배치 계획했다. 수평축과 수
상암

직축의 블록 내부에는 각 블록을 관통하는 보행전용 동선을 조성하고 상
24) 1990년대 후반, 서울의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상암지역은 서울 서북부지역의 주택수요
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계획, 새서울 타운조성기본계획(`97 상암 택지개
발사업지구지정)이후, 상암 새천년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2000)로 조성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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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과 함께 축의 성격에 적합한 보행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여 활력
있는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

<표 24> DMC계획 기본 컨셉 및 주요 골격 설정
DMC 계획 기본 컨셉 및 주요 골격 결정

축의 설정

관문 및 중심부 조성

(2) 토지 이용
<표 25> 상암 DMC 토지이용
상암 DMC 토지이용
용도
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800%
용적률
공동주택(주택 연면적 비율 70% 미만 허용)
허용
용도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
공장(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숙박시설 등
주거: 1.6% (9,285m²)
상업복합: 11.9% (67,419m²)

입주
기업

산업업무복합: 39.7% (225,337m²)
주차장: 1.4% (7,907m²)
공원녹지: 9.1% (51,678m²)
도로: 31% (264,370m²)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계획대상지의 주변에서 진행되는 택지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색 상세계획 등의 개발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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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DMC가

단일 계획보다 상암 신도시 전체 차원에서 주변 도시 조직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용도지역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이
각 블록당 주요 기능을 설정하여 주변부 고려는 물론 도입기능의 공간계
획과 계획 대상지의 물리적 상황과 적합하게 맞물릴 수 있도록 했다.
<표 26> 상암 DMC 블록별 계획
상암 DMC 블록별 계획

A

A

교육 및 연구단지

B

첨단업무지역

C

단지 조기활성화 지역

D

국제업무 및 중심상업지역

E

첨단업무지역(특수기능 유치지역)

F

국제교류지역

G

생산기지형 지역

H

공공시설 지역

I

역세권 개발지역

블록은 서 측에 위치한 주거밀집지역과 연계 가능하도록 학교와 근

린공원을 조성해 단지 내부로 유입시켰다.

H, I

블록은 인근 저층 주거지

의 수요에 대응하여 대규모 필지를 이용해 복합시설들을 계획했다.

F

블

록은 공원으로 둘러싸인 용지로 디지털단지의 첨단산업 이미지를 강화하
고 국제교류의 중심이 되고자 랜드마크 건축물 부지로 설정해 놓았다.
용도계획에서는 마스터플랜의 계획 개념을 조기에 실현하고 도시의 개
발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주요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되, 기

타 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침을 적용하였다. 도입 가능 용도를 나누어 유
형화하고 유형별로 택지공급 대상과 방법,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나눠 단
계별 개발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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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상암 DMC 블록별 계획-2
상암 DMC 블록별 계획

중점유치기능용지

공공지원업무용지: 공공지원시설(지정시설)
도입
가능 교육연구용지: 교육연구소(미디어관련 연구소 등)
시설
방송시설용지: 방송시설
관리
지정용도(업종) 연면적 60% 이상, 5년 이상 주용도(업종)를 유지
방안

권장유치기능용지

도입 첨단업무용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
가능 유치업종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
시설 도시형 공장용지: IT관련 제조업
관리
지정용도(업종) 연면적 50% 이상, 5년 이상 주용도(업종)를 유지
방안

일반유치기능용지

도입 숙박업무(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 상업위락 등의 기능지정시설
가능
시설 주상복합, 일반업무, 상업업무, 종교시설 등의 기능비지정시설

DMC 마스터플랜 계획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관리 제시
중심활동 가로변 저층부
방안 건축법상의 용도 구분에 따라 지정용도를 제시하고 마스터플랜
계획상의 구체적인 시설을 예시

DMC의 주요부는 선도시설 블록과 중심활동가로(미디어 스트리트
Media Street)변 저층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침작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선도 시설 블록은 선도개발로서 구체적인 지침의 수립 및
조기 집행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계획 개념을 가시화하고, 후속 개발에 계
획 품질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중심활동 가로변 저층부는 ‘미디어
스트리트(Media Street) 계획’이 실현되는 중심활동 가로와 인접 건축물의
저층부에 대한 통합적 계획을 통해 마스터플랜 핵심 개념이 실현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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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상암 DMC 블록별 계획-3
DMC 블록별 계획

택지공급지침의 유형구분 및 중심활동가로변
저층부

주요부 중점 관리 및 차등적 지침 수립

<표 29> DMC 내 주요부와 일반부에 대한 규제기준과 계획대상의 제시
DMC 내 주요부와 일반부에 대한 규제기준과 계획대상
구분

주요부(선도시설블록)

저층부(1~2층)
저층부 용도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형태,
배치 등)

저층부 높이
건축물 주용도
용적률/건폐율
고층부 최고높이 및
층고제한
고층부의 배치

공공조경/전면공
대지(가로와 건축물이
지 등
만나는 부분,
차량동선처리
인터페이스)
담장의설치
가로(공공부문)
특별계획구역

저층부 외관처리
및 외관 이미지

일반부(기타구역)

저층부의 높이

저층부 평면 구성 저층부의 배치
및 용도 예시

외관 이미지

건축물 주용도
용적률/건폐율
최고높이 및
층고제한
고층부의 배치

중심활동
가로변의
쌈지공원, 보행
출입구, 조형물
설치 등

공공조경/전면공
지 등
차량동선처리
담장의 설치

디지털미디어 스트리트 계획
수립(별도 계획)

-

외관 이미지

-

공공에서 직접 설계(도로, 공원,
녹지, 광장, SF 등)
UEC 역세권 블록

선도 시설블록

랜드마크 블록

건축물은 배치와 높이 계획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통일성을 도모하며 가
로와 관계를 맺어 계획된 축을 강조했다. 배치계획은 블록별 건축선 지정
과 저층부·고층부 별도의 건축선 및 높이계획을 다르게 하여 가로변 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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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방지 및 고층부의 개방감 확보를 하였다. 높이계획은 가로구역별 건축
물 최고 높이(지반고 기준) 기준을 적용하고 간선 가로구역은 최고높이

80m~120m,

이면 가로구역은 최고높이

60m를

적용(폭원

20m

이하의 도

로에 접하는 획지)하여 단지 내에서 중심구역 스카이라인과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0> DMC 건축선 계획
DMC 건축선 계획
구분

중심활동가로변

지구중심부

주요 간선변

일반 가로변

저층부

벽면지정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5층 이하)

(1m~3m)

(2m)

(3m)

(3m)

고층부

벽면지정선에서

벽면지정선에서

건축한계선에서

건축한계선

6m 이상 후퇴

3~6m 이상 후퇴

(3m~6m)

(6층 이상)

공원/녹지/광장변
-

6m 이상 후퇴

-

- 33 -

<표 31> DMC 건축물 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건축선 계획도

건축물 높이계획

고층부의 후퇴(setback)

저층부의 높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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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 환경
<표 32> DMC 공원 녹지 계획
공원 녹지 계획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소계

경관녹지

완충녹지

소계

합계

14,287

2,897

14,284

31,467

1,670

18,541

20,210

51,678

27.6%

5.6%

27.6%

60.9%

3.2%

35.9%

39.1%

100.0%

완충녹지가
공원이

35.9%로

2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근린공원과 문화

동일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공원은 주요 진입거점과

구역의 중심부에 배치하여 관문(gateway)의 성격을 갖거나 구역의 중심

외부공간으로 조성을 하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25) 또한 주요간선도로
변에 완충공간의 형성을 위해 폭

6~20m의

완충녹지를 배치하여 단지 내

의 보행로로써 사용되고 이용자들 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행자를
교통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간선도로 앞 공
개공지는 건축선을 일치시켜 필지 간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의 기본방향은 남북 방향의 서비스 도로를 조성

25) 도시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구조변화에 대응을 위한 공간계획과 제도에 관한 연구, 송승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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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진출입을 유도하였다. 동서간의 도로는 보
행자 위주의 가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토
록 계획하였다. 보행가로 중 중심활동 가로인

t)26)는

DMS(Digital Media Stree

보행환경 네트워크 중추적인 역할로서 가로변에 3층 혹은 5층의

저층부를 형성하고 고층부는 후퇴시켜 넓은 개방감의 가로환경을 조성하
였고, 건물 외관, 가로 계획 및 가로시설물이 통합적으로 디자인되도록 계
획하였다.
<표 33> 중심활동가로변 저층부 용도 예시
중심활동 가로변 저층부 용도 예시

중요 거점장소 컨셉

DMS는

Side walk의 범위 및 도로 성격

공원, 지원시설, 첨단업무 등 주변 건축물을 이용 특성을 고려

하여 노드지점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보행중심가로, 보차혼용가로 영역을
설정하여 통행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계획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공유영역27)과 건물외관에 대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설정28)하여 건축물·정면공지·가로 간 상호 연결성을 확장시키고 기업 홍
26) DMS는 중심가로로서 토지이용, 각종 활동의 중심공간으로서 DMC 입주자와 방문객의 주요 이
동통로로 조성하여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와 공연이
일어날 수 있는 참여공간으로 계획 됨.
27) 공개공지 및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 공공조경 등 대지 내 공지와 외부의 건축적 매개공
간(필로티, 중정 등), 건물 내부의 건축적 매개공간(로비, 아트리움, Enterance 등)으로 구성
28) 저층부 용도 1(건축물 저층부 구간 1, 2층 연면적의 70% 이상)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
저층부 용도 1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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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이벤트 생성, 하이테크(high-tech) 경관 이미지 생성, 주·야간 테마 경
관 등 물리적 복합 활용에 계획을 세분화시켜 도시 어메니티(amenity)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표 34> DMC 공유영역 (Interface)
공유영역 (Interface)

공유영역(Interface) 영역

공유영역(Interface) 적용 Item 배치

-저층부 상업시설: 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전시시설 및 공연장 등: 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 관련 시설, 기업홍보관(공공에게 개방), 정보안
내소 등
-보행자의 가로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자동차 판매점, 금
융업소 등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로 볼 수 없음. 또한 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
소 등도 제외
저층부 용도 2(건축물 저층부 구간 1, 2층 연면적의 30% 미만)
-주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용도
불허용도
-저층부 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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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DMC 건축물 외관 (facade)
건축물 외관 (Facade)

미디어보드 설치 기준 및 예시

미디어보드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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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DMC 중심활동 가로변 지침
중심활동 가로변 지침 예시

가로 계획(street)

결절점 계획(media plaza)

- 39 -

2) 판교 테크노밸리
<표 37> 판교 테크노밸리 개요
판교 테크노밸리 개요
위치

마포구 ‘상암 새천년 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지정일

2002~2014년

면적

569,925m²

입주
기업

966개

종사
자수

44,970명(2017. 1분기)
-IT, BT, CT, NT 등 첨단산업업종

주요
유치
업종

-지식경제부의 차세대 1대 성장 동력군
해당업종
-방송통신위원회의 IT종합발전계획에 의한
U-IT839 전략업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상의 IT, BT, NT, CT
해당업종

(1) 개요
판교 지역은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베드타운으로서 소비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간

3천여

개 벤처기업 증가에 따른

입지난 해소와 더불어 판교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지식산업
단지 조성에 힘입어 택지개발사업의 일환29)으로 조성되게 되었다.
판교지역은 서울 강남(15km 이내), 분당(3km)에 인접하여 고소득 시장
및 고급인력 확보에 용이하고 신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산업 인프라와 주거
환경 구축이 가능한 위치에 입지해 있다. 또한, 첨단 산업관련 각종 정책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강남·판교·광교·동탄 등과 연계한 혁신거점 구축여
건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개발구상의 주요 목표는

IT관련 R&D

및

trade의

중심지이자,

IT

관련

29) 1998년 성남시는 성남상공회의소와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연구결과(1996)를 반영하여 판교지
역 210만 평을 개발 예정용지로 지정하여 주거용지(190만 평)와 첨단산업단지(20만 평)로 개발하
는 계획을 세웠다. 2003년 9월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공동사업시행 체결, 판교 IT
업무지구 개발 및 입지지원 추진계획 수립(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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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IT

관련 신기술 및 정보의 교류지로서

Global Cluster로

육성이

다. 개략적으로 계획을 살펴보면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업종 특성 및 용지
공급방안을 고려해 업종별 유사기능 집적화시켰다. 또한, 블록 간 순환 교
통시스템 도입하여 통합단지 형성을 도모했고 민간개발을 유도 후 대규모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해 필지의 대형화로 난개발을 방지하였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특징은

ICT

중견기업이 집적되었다는 점이다. 강남

IT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서울디지털단지로 이전
한 반면, 판교는 IT 대·중견 기업이 대거 이전해왔다. 특히 고도 성장기에
있는 게임, 응용 SW,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업종이 주를 이르고
있다.
테헤란 밸리의

(2) 토지 이용
<표 38> 판교 테크노밸리 토지이용
토지이용
용도
지역

준주거지역

허용
400%
용적률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문
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숙박시설 등

허용
용도

초청연구용지: 7.3% (48,147m²)
일반연구용지: 40.4% (267,436m²)
연구지원용지(공공): 2.6% (16,863m²)
입주
기업

연구지원용지(민간): 15.2% (100,786m²)
주차장: 3.3% (21,719m²)
공원녹지: 13.7% (90,940m²)
도로: 17.5% (116,024m²)

판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의 특징은 첨단산업 입지 수요를 반영한 단
지설계 및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입지적 장점을 잘 이용한 것이다.

첫째 전체 용지를 기능별(초청연구, 일반연구, 연구지원)로 배분, 조합하여
계획했다. 초청연구지를 지정하여 기본계획부터 국내외 유수의
을 유치하였고 공공지원센터, 산학연

R&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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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관

등을 균일하게 배치시켰

다.
둘째, 대규모 플록형+중규모 블록형+개별 필지 공급방식의 복합형 공급

방식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에게 공급하되 단지 외관의 일체성을 확보했
다. 도로변은 외관의 일체성과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대블록 단위의 컨소
시엄을 배치하여 단지 천체의 웅장함과 상징성을 부여하였고 내측으로는
개별 또는 조합, 협회 단위의 중·소규모의 시장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중
규모 블록과 개별 필지(최소필지

1,349m²)

등으로 공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배후 주거단지, 상업업무지구와 효율적으로 결합한 복합 산

업도시 계획이다. 넓은 광장과 기업지원시설을 클러스터의 각각 중앙에

배치하여 균일하게 기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접 배후 주거지(동
서 측 주거밀집지역) 및 상업지역(판교역 상업중심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표 39> 판교 테크노밸리의 대규모 블록형+중규모 블록형+개별필지 등 복합형 공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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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판교 테크노밸리 도입기능과 주요시설
판교 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30)
구분
초청
연구용지
일반
연구용지

투자 주체

도입기능

주요시설

공공+민간

글로벌 R&D시설 등 특별히
초청 유치하는 기능

국내외 글로벌 R&D 등

민간

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
및 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능

연구집적시설, 연구개발시설 등
산학공동연구센터

공공+민간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기능

창업지원, 데이터센터, 정보교류
시설 등

민간이 개발하여 연구업무
기능의 각종 지원 및 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능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교류
지원시설, 게스트하우스, 기숙사,
연구시설 등 Edu-park(첨단산업
관련 전문대학원, 직업훈련소,
교육연구 센터 등)

연구
지원용지

민간

임대형 연구 및 업무기능

<표 41>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지원시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09

30) 판교 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 경기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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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도시지원시설용지
RD 1

RD 2

RD 3

RD 4

도시1-①~⑧
구분
도시2-①, ⑦~⑧

도시2-②~⑥

도시1-⑨~⑩

도시3-①~⑨

도시3-⑩~⑮

도시4-①~⑦

도시4-⑧

도시2-⑨~⑩

도시5-①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250%

60% 이하

60% 이하

이하

(공원/녹지변)
-도시2-⑥
300% 이하
250%

이하

(공원/녹지변)
용적률

-도시2-①, ⑦
300%

이하

(간선도로변)
-도시2-⑧

-도시1-①~⑤
-도시2-②~⑤

150%

-도시3-⑦~⑨
-도시4-②~③, ⑦
400%

400%

이하

이하

이하

-도시2-⑩
200%

이하

-도시2-⑨

(간선도로변/단지중
심부)
-도시1-⑥~⑧
-도시3-①~⑥
-도시4-①, ④~⑥
-도시5-①
8층이하
-도시2-⑥
10층 이하
-도시1-①~④,

8층 이하
(공원/녹지변)
최고층수

-도시2-①, ⑦
10층 이하
(간선도로변)
-도시2-⑧

⑥~⑧
-도시2-②~⑤
-도시3-②~④,
⑦~⑨
-도시4-①~②, ⑦
12층이하

12층 이하
(단지 중심부)
-도시1-⑨~⑩

3층 이하

-도시3-⑩, ⑫~⑮

-도시2-⑩

15층 이하

8층 이하

(남측진입부)

-도시2-⑨

-도시3-⑪

-도시1-⑤
-도시3-①, ⑤~⑥
-도시4-③~⑥
15층이하
-도시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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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4-⑧

(3) 근로 환경
<표 42> 판교 테크노밸리 공원 녹지 계획
공원 녹지 계획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일반광장

소계

경관녹지

공공공지

소계

합계

33,414

30,652

20,891

84,957

2,032

3806

5,838

90,795

36.8%

33.7%

23.0%

93.5%

2.2%

4.2%

6.5%

100.0%

36.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공원과
다음으로 33.7%와 23.0%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공원은 각

근린공원이
반광장이

일
블

록의 면적에 비례하도록 구획되어 문화공원 대신 중앙 일반광장이 지원시
설을 관통하게 계획되어 있고 공공지는 하천변을 따라 계획되어 있다. 북
측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남측의 중앙공원이 보행로로 연결되어 남북
녹지축을 형성하고 단지 중심부 연구지원용지 중앙에 위치한 광장을 중심
으로 배후 주거지와 연결되는 보행로에 의해 동서 보행축을 형성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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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별로 중앙에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금토천과 남측을 위요하는 운중천으로 형성되는 인접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에서 수변공간과 조화된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유도했다. 자세하게는 간선
도로변과 하천변에 면하는 필지는

6m,

이면도로변 필지는

3m의

건축한계

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하천변과 근린공원, 보행전용도로에 면한 필지는
공공조경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되어 있다. 또한, 주요 교차로 가각부
와 보행 결절점에 공개공지31)가 지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
도록 계획했다.
<표 43> 판교 테크노밸리 공원 녹지 및 공개공지 이용
공원 녹지 및 공개공지 이용

공원 녹지 체계도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위치 및 기타사항

차량 및 보행 동선 계획은 동서 방향 하나의 큰 축과 남북방향을 잇는
여러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토로(32m)가 동서축으로 단지를 관통

23호선(40m)가 금토천을 따라 동서구역으로 단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단지의

하고 남북축으로 국지도
지를 나누고 있으며

31)
1.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2. 설치기준
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m²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공개공지 면적의 30% 이상을 법 제 3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
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다) 공개공지 면적 50m² 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m² 이상일 때
매 10m²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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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블록 내부로 집·분산도로(20m)가 순환형으로 큰
블록을 잇고 국지도로(15m)와 보행전용도로(20m,

(최대

길이

200m

15m)를

통해 작은 블록

이내)들을 연결하는 동선체계로 구성되어있다.

<표 44>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 및 보행 체계 구상도
교통 및 보행 체계 구상도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체계 구상도

보행축 및 공원/광장 체계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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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판교 테크노밸리 도로 단면
주요 간선도로 단면

금토로 가로단면 예시안(도시지원시설+도시지원시설 연접구간)

국지도 23호선 가로단면 예시안(금토천+도시지원시설 연접구간)

중심상업지역 연결도로(대로2-15호선) 가로단면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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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는 크게 주요 간선도로와 단지 내부 집산도로로 나누어 단지 내부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간선도로(금토로, 국지도

23호선,

대로2-15호선)의 공통사항으로는

첫째, 중앙분리대에 수목 터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로수와 동일수목으
로 식재 하되 초입부는 개성적 수형을 지닌 수종을 식재하여 인지 성을
높인다. 둘째, 결절부에서는 포장 패턴 차별화와 판교의 상징문양을 활용
하여 공간 환기 및 방향성을 제공한다. 셋째, 인접 대지 특성에 맞게 쾌적
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교량구간은 전면에 보이는 금토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상징적으로 디자인, 하천과 인접한 구간은 가로의 보도, 공개
공지, 하천의 녹지공간을 일체적으로 조성, 단지 중심부의 광장과 연결되
는 가로구간은 공개공지의 조성을 통해 휴게공간과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한다.
단지 내부 집산도로는 업무시설 및 공원과 조화로운 공간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공원과 광장이 연결되는 가로구간(20m) 도로의 경우는 공개공지

의 조성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창출하고, 휴게공간과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한다. 단지 내부도로(15m)는 내부도로 중 주차수요가 많은 구간에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차도의 일부를 활용해 노

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공원, 광장, 보행로 등과 연결되는
가로구간은 보도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를 함께 활용하
도록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표 46> 판교 테크노밸리 단지 내부 도로 단면
단지 내부 도로 단면

단지 내부도로(20m) 가로 단면

단지 내부도로(15m) 가로 단면1 단지 내부도로(15m) 가로 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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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도로·광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근로 환경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한다. 금토천을 양편으로 도시3과 도시4 중앙을 관통하는 동서 보행
축은 첨단 산업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광장으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
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첫째로, 이용행태에 따라 중심영역, 전이영역,

커뮤니티영역으로 구분하고 교차부에는 중심공간을 조성하여 상징성을 확
보하였다. 둘째, 대기, 만남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이영역은 보행인의

휴식을 위한 편익휴게시설과 수경, 조경시설 등을 확보한다. 셋째, 보행축
의 중심부에는 보행과 자전거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축제 및
특별 행사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및 소공원적 분위기의 커뮤니티 영
역을 확보한다. 광장의 산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접 건축물 용
도32)와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기업홍보 기능과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
벤트를 제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복합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32)
건축물 용도,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침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종교집회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 중 전문대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함)
-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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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판교 테크노밸리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단면

보행자 전용도로·광장의 평면조성 예시

국지도 23호선 가로단면 예시안(금토천+도시지원시설 연접구간)

보행자 전용도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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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첨단산업 집적지 복합 이용 분석 종합
첨단산업 집적지 복합이용 분석 종합
공간 계획

계획 전략

토지이용

선도시설 우선
개발 배치

근로환경

테마가로 조성

공개공지,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통일된 녹지환경
구축

토지이용

지원시설 중심
영역 설정

초청용지 지정 및 공공지원시설 균일 배치

근로환경

중심가로 조성

상암 DMC

판교
테크노밸리

세부 항목
지원시설 용도 집적 및 기능별 블록 배치
용도별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
문화공원을 활용해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조성

용도별 용적률 및 건폐율 확보 제한
일반광장을 이용해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조성
대규모 광장을 이용한 이벤트 기획

수도권 인근 첨단산업 집적지의 시사점은 첫째, 토지이용 측면에서 주
변 도시와 연계 그리고 기능별 용도를 집적시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육
성할 수 있는 도시구조이다. 주변 도시 연계 측면에서 인근 지역의 용도
에 수용과 연동을 할 수 있는 용도를 밀접하게 배치하여 연계할 수 있도
록 계획했다. 또한 기업지원 시설들을 단지의 중앙에 배치하고 유사 용도
를 집적시켜 단지 전반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둘째, 근로 환경 측
면에서 첨단산업 집적지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복지 중심 공간 환경을
계획했다. 대규모 녹지 및 광장 조성을 통해 보행 친화적이고 다양한 이

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복합용도의 산업단지를 계획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통합관리를 통해 통일성 있는 단지 이미지를 구축했
으며 업무시간 후에도 단지 내부를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활용방안을 제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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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디지털단지 도시 공간구조 현황 분석

첨단산업 집적지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분석의 틀인 토지이용, 근로 환

경 측면에서 서울디지털단지(이하 서울단지)
물, 오픈스페이스, 교통 및 보행에 집중해서

3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분석한다.

건축

1) 토지 이용
<표 49> 서울디지털단지 토지이용
서울디지털단지 토지이용
구분
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1,922,261

1,445,634

188,245

288,382

(100.0)

(75.2)

(9.8)

(15.0)

447,922

316,255

64,240

67,427

(100.0)

(70.7)

(14.3)

(15.0)

387,961

266,472

57,758

63,731

(100.0)

(68.6)

(14.9)

(16.5)

1,086,378

862,907

66,247

157,224

(100.0)

(79.5)

(6.1)

(14.4)

녹지구역
-

-

1단지

-

2단지

-

3단지

서울단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세 용지로 구성

되어 있다. 제조업 시대 일반제조공장의 토지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산업시설구역이 총면적 중 높은 비율(75.2%)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시설용
지, 공공시설용지 마찬가지로 구로공단 시절 용지구획이 현재까지 유지됐
고 녹지구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3단지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시설구역도 역시 가장 넓은 면적과 비율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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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첨단지식산업 집적지 토지이용 비교
첨단지식산업 집적지 토지이용 비교
구분
서울

총면적

산업·업무

지원시설

복합시설

공공시설

녹지

1,922,261

1,445,634

188,245

-

288,382

-

100.0%

75.2%

9.8%

0.0%

15.0%

0.0%

569,925

119,651

84,240

99,202

210,271

56,562

100.0%

21.0%

14.8%

17.4%

36.9%

9.9%

판교

663,586

303,019

33,550

96,679

164,239

66,099

테크노밸리

100.0%

45.7%

5.1%

14.6%

24.8%

10.0%

디지털단지
상암 DMC

수도권 신규 첨단산업 집적지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단지는 넓은 면적
에 비해 특정 용도에 토지이용이 편중되어있다. 평면적으로 토지이용을
보았을 때 다양한 용도로 토지가 구획되고 이용되기보다 대규모 필지 형
태로 산업시설 용도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산
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용지는 단지 경계부에 위치해 근로자나 기업
에게 어메니티(amenity)를 지원하기보다 도시기반시설(변전소, 빗물펌프
장, 주차장)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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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디지털단지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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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서울디지털단지 단지별 토지이용 비교
서울디지털단지 단지별 토지이용 비교
총면적

구분

면적

계
산
업
시
설
용

소 계

1단지

구성비

1,922,26

100.0

1.0

%

1,445,63

면적

2단지

구성비

447,922

100.0
%

면적

3단지

구성비

387,961

면적

구성비

100.0

1,086,37

100.0

%

8

%

75.2%

316,255

70.7%

266,472

68.6%

862,907

79.5%

752,272

39.1%

271,314

60.7%

149,920

38.6%

442,281

40.8%

693,362

36.1%

44,941

10.0%

116,552

30.0%

420,626

38.7%

4

연구시설용지
(아파트형공장)
생산시설용지

지

(일반형공장)

지

소 계

188,245

9.8%

64,240

14.3%

57,758

14.9%

66,247

6.1%

원

지원시설

158,665

8.3%

64,240

14.3%

57,758

14.9%

36,667

3.4%

시

사회복지시설

826

0.0%

-

-

-

-

826

0.0%

설

체육시설

17,043

0.9%

-

-

-

-

17,043

1.6%

용

변 전 소

11,711

0.6%

-

-

-

-

11,711

1.1%

소 계

288,382

15.0%

67,427

15.0%

63,731

16.4%

157,224

14.4%

256,387

13.3%

61,450

13.7%

63,387

16.3%

131,550

12.1%

지
공
공

도

로

시

차량보관소

14,111

0.7%

-

-

-

-

14,111

1.3%

설

철도용지

3,214

0.2%

-

-

-

-

3,214

0.3%

공공청사

1,607

0.1%

-

-

-

-

1,263

0.1%

유 수 지

13,063

0.7%

5,977

1.3%

-

-

7,086

0.6%

용
지

전체 단지 중에서 3단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시설용지 총면적에
서 일반형공장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14.2%), 2단지(산업시설

용지 중

43.7%)와

1단지(산업시설

용지 중

비교했을 때 제조공장이 밀집한

회색 도시 이미지가 강하다. 그 때문에 업무시간 이후 단지 전체가 비활
성화되고 주말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쇠퇴하는 산업·업무단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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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서울디지털단지 단지별 가로 경관
교통 및 보행 체계 구상도

서울디지털단지 1단지 디지털로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가산디지털 1로

1, 2단지와 다르게 3단지는 유일하게 기반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체육시
설, 변전소가 위치해 있지만 서울단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함에도 불
구하고 1단지(14.3%), 2단지(14.9%)보다 낮은 지원시설용지 비율(6.1%)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입주기업 중 첨단 업종 기업은 1단지는 3,564개사 중
2,979개사로 83.6%, 2단지는 1,1516개사 중 1,092개사로 72.0%, 3단지는
4,366개사 중 3,310개사로 75.8%의 첨단화율33)을 보이고 있다.
공공시설용지를 비교해보면 3단지는 타 단지보다 차량보관소, 철도용지,
공공청사 용지를 포함하고 있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로율
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3단지의 경우 1, 2단지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다른 첨단지식산업 집적지와 비교했을 때도 전반적으
로 낮은 비율(13.3%)로 구성되어있다.

2, 3단지의 평균 블록 크기(200X400)가 1단지나
(150X150) 상암 DMC(90~100X150~180)와 판교 테크노밸리(120~130
X150~160)보다 가로, 세로 길이가 길고 필지들이 대형화되어있다. 종합적
으로 보았을 때 필지 크기, 블록 크기, 도로 폭들이 과거 제조업 시대 차
블록현황을 비교해 보면

량 위주 계획을 그대로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환경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33) 첨단화율(전체 산업에서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1. 가장 먼저 조성되어 조기 활성화
2.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
3. 입지 상 양호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통편리
4. 대규모 상업시설 입지, 주변 상가의 활성화 및 호텔 등 입지 조건이 양호한 점 등
도시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구조변화에 대응을 위한 공간계획과 제도에 관한 연구, 송승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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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있다.
<표 53> 첨단산업 집적지 비교
교통 및 보행 체계 구상도
서울디지털단지

상암 DMC

판교 테크노밸리

전체면적

1,922,261

569,925

663,586

도로율

13.3%

27.5%

17.5%

평균블럭
크기

1단지: 150 X 150
90~100 X 150~180

120~130 X 150~160

블록현황

2, 3단지: 200 X 400

2) 건축물
서울단지 3단지의 경우에 지식산업센터가 전체 면적 중에
하고 있고 현재

47개소가

완공되어 있으며

13개소가

40.7%를
준공예정이다.

차지
지식

산업센터는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단지의 이미지를 빠르게 바
꿔 나가고 있다.
건축물은 과거 폐쇄적인 대규모 필지와 저층 저밀 형 건축이 위치했던
필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34)을 검토해 중층 고밀형 건축물이 신축되기 때
34)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밀도 사항에서 산업단지가 속한 준공어빚역의 제한 밀
도는 건폐율 70%, 용적률 200~400%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건폐율 60%, 용적률
400%의 건축밀도 제한을 받는다.
허용 건축물
-단독주택/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조건부)
-공장/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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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많은 면적이 외부공간으로 환원됐다. 그중 지식산업센터 신축 양상
을 보면 신축 양상을 보면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지만, 지하철역 반경

500m를

중심으로 신축이 집중되어있는 현황이다.

공장시설들이 주로 신축되고 있고 유일하게

20년

20년

이상 노후된 물류·

이상 노화된 지식산업센

1차(1998. 12)
신축이 진행되었다.

터는 가장 초기에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는 대륭테크노타운
이다. 이를 기점으로 해마다 꾸준하게 단지 전반으로
<표 54>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지식산업센터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지식산업센터

제이플라츠

우림 라이온스밸리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기준으로 역과 인접해 있는 지식산업센터(제이플라

츠, 우림 라이온스밸리)는 출구와 연결되어있어 지하철 역사에서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들이 인접한 대로(가산디지털로
로,

2로)

방향으로 주진출입구 및 전면부가 마주하고 있다. 각 필지당

1

1개

이상 대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주차 출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산
업센터의 규모에 그 폭과 개수가 비례한다.

건폐율 : 60%
용적률 : 400%, 250%(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복합설치 시), 300%(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복합설치 시), 400%(임대산업
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복합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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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구분
승
인
개
소
용
지
면
적
(천
㎡)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지식산업센터 준공 현황

~’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9

당
해
연 3
도

1

2

3

7

4

3

1

9

11

-

1

1

3

1

-

5

2

3

누 3
계

4

6

9

16

20

23

24

33

44

44

45

46

49

50

50

55

57

60

당
해
연
도

25.4

10.2

14.5

50.0

71.0

26.4

18.8

2.5

57.6

67.7

0

5.9

3.8

23.4

1.2

0

38.2

16.8

7.9

누
계

25.4

35.7

50.2

100.2 171.3 197.8 216.7 219.2 276.9 344.7 344.7 350.6 354.4 377.9 379.1 379.1 417.4 434.3 442.2

연도별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비율 변화를 봤을 때 몇몇 사례(라이온

스밸리)를 제외하고 저층부 지원시설의 비율이

20%에

육박하게 계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높은 토지비, 공사비,

기타 간접비로 인해 높은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격에 의해
지원시설은 효율적인 환급 성을 위한 상업시설(식음 위주)로 편향되어 분
양되어 있다. 이에 부동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폐쇄적인 실내 구조

가 되었고 이는 외부공간과의 단절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본래 기업
지원 기능을 담당했던 저층부 지원시설이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생산 활
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림 5>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지식산업센터 준공개소와 용지면적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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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지식산업센터 현황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지식산업센터 현황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실내환경

지식산업센터 저층부 지원시설 비율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외부환경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는

20년

이상 노후된 제조업 공장

들이 다수 위치해있다.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도가
창고나 물류 시설도

20년

30년

이상 된 공장이고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 주로 남아있다. 향후 이

공장들이 지식산업센터로 개발될 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된다면

3

단지가 거대한 저층부 상업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로 변모35)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면적 외부공간도 개방되어 신규개발에 대비
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35) [{전체면적-(공공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X 60%] / 전체산업단지 면적
= 3단지 지식산업센터 건축면적 = 517,744.2 전체 단지 면적 중의 약 절반(47.6%)에 가까운 면적
이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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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노후도와 시설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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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스페이스
서울단지 내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는 건축형태의 전환에 따른 공개공지
와 전면공지에 의존하고 있다. 대규모 녹지인 안양천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접근성이 낮아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 있었던 청소
년 센터36)는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로 신축 예정에 있고 3단지 내 유일
한 공공지인 디지털운동장은 특정시간대 이용률이 집중되어 단지 전체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표 57>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녹지 및 공공시설
녹지 및 공공시설

안양천

청소년 센터

기반시설인 빗물펌프장은 상대적으로 활용빈도가 낮은 유수지 부지를
식물원과 체육시설로 조성(2008)해 기반시설을 복합 이용하고 있다. 그러
나 위치상 단지의 서측 경계부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
률이 저조하다. 지면을 기준으로 안양천변 근린공원의 높이차와 빗물펌프
장의 유수지 높이차가 같음을 고려했을 때 하천과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36)
위치 : 가산동 345-58외 2(현 가산문화센터)
용도구역 :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총면적 5,900㎡ / 대지면적 1,153㎡
개발방향 : 구파출소부지와 청소년쉼터 부지의 합병을 통해 다목적 건축물로 신축, 3단지 내 근로자
문화시설 및 근로자 기숙사 확충
도입시설 : 문화체험시설(소극장, 공연연습장), 근로자 복지시설(식당, 공동세탁실, 체력단련실 등),
어린이집/청소년 쉼터/기숙사(약 4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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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기반시설
서울디지털단지 기반시설

제 1펌프장

제 2펌프장

위치

가산동 550-22번지 외 2필지

위치

가산동 535-146번지 외 4필지

대지면적

6,464㎡

대지면적

10,864㎡

용도구역

공공시설구역

용도구역

공공시설구역

공개공지는 지식산업센터의 외부공간으로 필지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획
되었는데 크게 개방형 공개공지와 단절형 공개공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개방형 공개공지에서 녹지형은 공개공지의 평면 녹지율이 절반 이상 구
성된 형태로 보도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있다. 포장형은

공개공지의 수평 녹지율이 낮지만, 보도에서 건축물로 다방면 접근 가능
하도록 조성되어있다. 개방형 공개공지는 휴식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공공
보행통로 확장, 보행자 시야 확보, 건축물로 접근성 강화 등 서울단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절형 공개공지에서 녹지형은 공개공지의 녹지율을 절반 이상 구성한
형태로 과도한 수목 배치로 인해 보도에서 건축물까지 진입이 어렵게 조
성되어 있다. 포장형 역시 조경 시설물과 가로시설물로 보행자의 이동환
경을 저해시켜 건축물과 보도 그리고 인접지 간의 단절을 촉진하고 있다.

3단지

전체 공공시설용지 및 오픈스페이스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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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공개공지
개방형 공개공지

녹지형

포장형

단절형 공개공지

녹지형

포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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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오픈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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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및 보행
(1) 제조업 시대 차량 위주 가로
단지의 남북을 잇는 가산디지털
있고 동서를 연결하는 가산디지털

1로와 2로는 서울단지를 삼등분 하고
1로는 남북도로를 수평으로 연결하며

수출의 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들은 같은 너비와 위계로 동서를 연결
하고 있다. 가로와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보면 광역도로와 단지가 연결되
는 초입부에 교통량이 가장 집중되며 특히 가마산로와 수출의 다리 인근
에서 출퇴근 시간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나머지 가로에서는 비슷
한 위계의 가로망으로 구성되어 단지 내부 차량 유동량이 적은 편이다.

(2) 대중교통과 가로
버스의 경우 수출의 다리를 기준으로 북측은 서울, 남측은 경기도 지역

을 연결하고 마을버스가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구성되어있다.
버스정류장은

200m

간격으로 보행로에 연접하게 구획되어있다. 버스노선

이 겹쳐지는 특정 구간, 가로에서 이용자의 통행이 집중되지만 좁은 가로
폭으로 인해 접근과 체류하기 힘든 환경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전거는 단지 내부 구획된 전용도로가 없고 단지 경계를 따라 자전거
전용·혼용도로가 위치해 있다. 내부에 공공자전거 대여소가(8개소

100대)

배치되어 있지만 자전거와 대여소 개수가 충분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조차 구획되지 않아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다.

- 67 -

<표 60>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교통 현황
차로 위계 및 이용현황

가로망

주 진입로와 체증구간

대중교통 현황

대중교통

자전거 도로 및 공공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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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보행통로
블록을 관통할 수 있는 유일한 보행로로서 신축 지식산업센터의 필지
경계를 따라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물 이면부에 조성되어 보행환경
의 질이 매우 낮아 단순 통행 기능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보행환경의 질을 낮게 만드는 요소로 첫째, 좁은 도로 폭이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인동간격과 연접 필지를 고려하지 않은 외부공간 계획
으로 펜스나 조경수로 인해 좁은 도로 폭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기능의
혼재이다. 주차장 출입구와 보행로의 혼용으로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셋째, 적치물로 인한 단절이다. 입간판, 배기구 통로 등 적치물로
인해 통행의 연속성과 쾌적성을 저해하고 있다.
<표 61> 보행가로 현황
보행가로 현황

공공보행통로

차로 연접 보행통로

(4) 차도 연접 보행로
블록의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차도 연접 보행로는 건물 주 출입, 주

차장 출입, 블록 간 연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역시 다
음과 같은 이유로 보행환경의 질을 낮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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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좁은 도로 폭이다. 배전소, 가로등 같은 가로시설물과 가로수, 버

스정류소로 인해 일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힘들다. 둘째, 연접된 필지와
접근성이 떨어진다. 필지마다 공개공지 디자인이 개별적으로 계획돼 가로

에서 외부공간 건축물까지 연결성이 떨어진다. 셋째, 필지 내부로 통과하
는 주차 진출입구로 인해 보행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각 필지당
의 주차 진출입로로 인해 보행로를

150m

이상 확보하기 힘들다.

1개

이상

전반적으로 보행로는 통행을 주 용도로 사용되고 통행을 저해시키는 요
소들로 인해 단편적인 이용이 일어나는 현황이다.

3.3.

분석 종합 및 설계개념도출

1) 근로자 심층 인터뷰
인터뷰는 그룹 인터뷰(4인, 패션 업계 종사자)

업계/IT 업계 종사자)

2회로

약

40분간

1회,

개인 인터뷰(화장품

심층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과 산업단지 외부환경에 관한 인식, 지원시설에 관
한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내 일상적인 동선

(출근,

점심시간, 퇴근)과 최대 이동거리를 조사하였다.

(1) 외부환경에 관한 인식

-

근로자 전체가 서울단지 외부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다. 단지 전반의

이미지 측면에서 봤을 때 세련되지 않고 삭막하다는 인식이 주를 이뤘다. 종사하
는 근로지역 사이사이 제조업 공장과 공존하고 있어 공장단지 이미지가 강하다
고 답했다.

-

통근환경에 불만족하다. 출퇴근시간(7시~9시,

17:30~19:00)애

단지 진입부(가

마산로, 수출의 다리 인근)의 교통체증 때문에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고
지하철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

외부활동보다 실내활동을 주로 한다. 서울단지 내부에 녹지 면적과 조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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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견결성이 떨어져 점심시간에 주로 카페에서 실내활동
을 한다고 답했다.

(2) 지원시설에 관한 인식

-

근무지에서 약

350m

반경 이내의 반경으로 이동의 제약이 있다. 출퇴근 시

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서 단지 내부 이동 거리가(반경
일어나고 식음 시설 이용이 주된 행태로 나타났다.

-

350m)로

제한적으로

지원시설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이 저조하다. 서울단지에서 개최하는 문화, 이

벤트의 인지도가 적어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을 정도로 참여율
이 저조했다.

-

체육시설의 만족도와 이용률이 높다. 디지털운동장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운동장 외 녹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일상동선 외에 최대 이동 거리를 조사했을 때 서울단지 내부 혹은 인근
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길과 근무지 인근 공간에 한정되어 이
용행태가 발생했고 서울단지를 전체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일반 업무지역
으로서 인식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동 동선을 맵핑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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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근로자 심층 인터뷰 종합

- 72 -

2) 공간구조현황 분석 종합
근로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낸 바와 같이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수는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수요만큼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이 충분
하지 못해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행태들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서
울단지의 현황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분석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62>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분석 종합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현황 분석 종합
S 강점

W 약점
-제조업시대 차량 중심 인프라

-서울 및 수도권 배후로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

-지가상승으로 토지이용 제한
-생활편의시설과 근로환경 취약

-수도권 혁신
클러스터의 연계 가능성
O
-제조업과
기
지식기반산업의 조화
회
-수도권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SO

-IT 지식산업 중심의 세계적인 IT
-첨단지식산업단지에 부응하도록
클러스터로 육성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소프트웨어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 및
구축
산업 간 융합
ST

-지역 간 경쟁의 심화
T -대기업 이탈 가속화
위
협 -단지 내 제조업의 퇴조
-입주업종관리 어려움

WO

-기반시설 확충 및 단지환경
재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단지의 부족한 경쟁력 항목을
개선하여 타 지역의 경쟁우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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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업무시간 외에도 산업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
-입주업종관리를 위한 신개념
관리시스템 도입

3) 설계개념도출

<표 63>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설계개념 도출
설계개념
공간계획 전략

세부 항목

지원공간 간 상호작용
-필지 내 건축물과 외부공간
계획
목표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한

-필지와 필지간 관계

일상적 업무공간 제공

-필지와 가로간 관계
복합용지 입체적 활용
-인접공간과 연계 가능한 공간

일상적 산업업무단지로서 복합 이용하기 위해 세 가지 세부항목으로 입
체 복합형으로 한다. 업무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의 재배치로 사람
위주 가로체계 구축, 주변 도시조직과 통합, 친환경과 첨단 이미지를 창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서울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뿐
만 아니라 이용객에게도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어메니티(amenity)를
제공하여 입체∙복합 이용이 일어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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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4장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공간구조계획

공간구조 목표 및 전략

서울단지로 인해 동서가 단절되고 철도 및 기반시설로 수변과 단지 내
부로의 접근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 개별 필지 단위 개발을 통해서는 도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동서 단절과 대규모 녹지에
접근을 해결하면서 단지 내부적으로는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외부
적으로는 주변 도시조직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과 대상지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단지
로서 현 산업단지의 요구와 도시 건축적 요구를 반영해 향후 10~20년 후
미래 도시 첨단지식산업단지로서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를 위한 마스터플
랜 계획을 목표로 한다. 이에 첨단산업의 중요한 입지 요인인 접근교통의
편리성, 연구개발시설과의 접근성, 쾌적한 환경과 충분한 문화공간의 바탕
이 되는 토지이용,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교통 및 보행에 집중해서 제안
하고자 한다. 공간구조 전략은 다음 네 가지를 따라 단계적으로 제안한다.

1단계, 차로의 위계를 설정한다. 기존 모두 같은 위계였던 차로를 교통
량과 이용행태 그리고 주변부 시설의 기능을 반영하여 차량 중심, 보행
중심, 차량 보행 중심 가로로 나누어 위계를 설정한다.
2단계, 블록 내부를 관통하는 보행통로 위계를 설정한다. 동서축으로 연
결되는 보행통로에 수변 공공시설 및 블록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
록 공공보행통로의 위계를 설정하여 배치한다.
3단계, 결절점을 설정한다. 교통 및 보행 그리고 출입 부에 공간의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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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날 수 있는 결절점과 중심 블록의 내부 중심축을 설정한다.
4단계, 마지막으로 블럭들의 기능에 따라 지원시설 중심, 비즈니스 중심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각 클러스터는 연접 블록을 지원하는 중심이며 체
육시설, 공공시설 등 공공용지의 연계를 통해 단지 내부 직원 지원기능의
정체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표 64>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공간구조계획
공간구조계획 목표 및 전략
목표
토지이용

중심공간설정

건축물

입체복합용도

오픈스페
이스

통합녹지공간

교통 및
보행

보행중심계획

전략
-산업단지 입구부 관문 설정
-문화·체육 거점 및 지원시설 축 설정
-동종 업종 집중배치로 쾌적한 지원시설 조성
-주출입구, 매스형태, 차량동선으로 건축물 방향성 설정
-일관된 선형 오픈스페이스 계획으로 보행축 강화
-중심지역 통합 오픈스페이스로 대규모 녹지공간 유도
-남북방향 차량·보행중심 위계 설정
-동서방향 보행중심 사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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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공간계획 전략 프로세스
공간계획 전략 프로세스

STEP1. 차로위계 설정

STEP2. 공공보행통로 설정

STEP3. 결절점과 관문 설정

STEP4. 공간구조전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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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 계획

4.2.

1) 토지이용
(1) 중심블록 설정
향후 복합지구 내 지원기능을 집적할 중심지로서 각 단지의 주요거점을
통과하는 수출의 다리에 비즈니스 중심 블록을 설정한다. 또한, 수출의 다
리를 중심으로 북측, 남측에 각각 지원기능을 담당한 지원시설 중심 블록
을 설정한다.
비즈니스 중심은 1, 2, 3단지를 모두 연결하는 유일한 축으로서 각 단지
의 주요 거점(1단지 Kicox, 2단지 쇼핑중심지)을 연결하고 있다. 그 때문
에 고가도로(수출의 다리)의 높이와 지면이 같아지는 지점의 대규모 개발
을 통해 상징적이고 기능적인 중심점을 설정한다. 지원시설 중심 블록은
연접한 8개의 블록을 지원하는 중심점으로 설정한다.

(2) 복합용지 지정
1, 2, 3단지의 주 연계 기능 축인 디지털로,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단지
초입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대중교통 환승 지점에 복합용지를 설정하여
대규모 개발을 유도한다. 대형화된 필지를 통해 많은 면적의 외부공간을
확보하고 큰 규모의 건물을 유도시켜 단지 초입부 상징적인 입구 성을 강
조하도록 계획한다.

(3) 공공시설 연계
지식산업뿐만 아니라 주거, 연구, 문화 복지 등이 복합된 산업환경을 구
축하기 위해 주 교통축(대중교통 연계지점, 주요 도로)과 연계한 복합지구
와 복합지원 중심축을 설정한다. 인접한 공공지원시설과 연계한 보조 축
으로 지원시설 중심 블록의 구심점을 만들고 안양천으로 연계되도록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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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공간구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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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건축물은 필지 내 외부공간, 인접 필지와 관계, 가로와의 관계를 고려하
여 신축 시 복합이용이 가능한 건축물 매스 및 배치 타입과 용도를 제안
한다. 노후도가 20년 이상 된 건물을 중심으로 신축이 진행되었을 시를
가정하고 계획하도록 한다.

(1) 건축물 매스 및 배치 타입
건축물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나눠 계획한다. 3층 이하 저층부의 경우
건축선을 일치시켜 통일성 있는 상업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4층 이상 고층
부는 일부 가로변 영역을 후퇴시켜 개방감을 확보한다.
건축지정선과 건축한계선으로 가로의 통일성과 좁았던 도보 영역을 확
보한다. 차량 중심 가로변으로 건축지정선(3m)을 지정하여 서울단지의 첨
단지식업무 이미지를 강화하고 보행 중심, 혼용 가로변은 건축한계선(6m,
3m)으로 보도 면적을 확장한다.

(2) 건축선 지정
중앙광장 변과 공공보행통로 변에는 벽면한계선(12~20m)과 벽면지정선
(3~8m)을 필지 가로 경계로부터 길게 확보하여 넓은 너비의 통행로를 확
보하도록 한다. 특히 중앙광장의 경우 건축물 후면과 필지의 모서리 부분
에 건축물을 후퇴시켜 연접된 4개의 필지의 외부공간과 연결된 대규모 광
장을 유도한다.
<표 66> 건축선 계획
건축선 계획
구분

중앙 광장변

공공보행통로변

필지경계로부터

필지경계로부터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12~20m)

(3~8m)

고층부

벽면한계선에서

벽면지정선에서

(4층 이상)

6m 이상 후퇴

6m 이상 후퇴

저층부
(3층 이하)

차량중심
가로변

보행중심
가로변

보차혼용
가로변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3m)

(6m)

(3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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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건축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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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스페이스
오픈스페이스 계획은 크게 공개공지를 이용한 포켓 공원 및 중앙광장
형성과 공공시설을 이용한 그린 네트워크 거점 설계로 한다. 공개공지를
이용한 공원 및 광장은 단지 전반적으로 전무했던 녹지비율을 높이고 공
개공지 디자인의 통일성을 부여하며 녹지이용의 연속성을 높인다. 공공시
설의 경우 녹지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연접해 있는 안양천과 연결, 기업
홍보와 중소기업지원, 근로자와 방문객을 위한 교육 및 문화 기능을 강화
하여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 중앙광장 형성
<표 67> 중앙광장 형성
중앙광장 형성

기존

제안

서로 다른 4개 필지의 외부공간 공유를 통해 상대적으로 활동도가 낮았
던 건축물 사이 공간과 배면 공간이 대규모 녹지, 휴식 공간과 다양한 이
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저층부 지원시설과
연계 가능하도록 포장된 바닥과 녹화를 교차시켜 저층부를 외부공간으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블록 내부 공간을 건축물과 함께 활성화하는 동시에
통행 기능으로 편중되어 일어났던 보행 동선을 내부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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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켓공원 형성
<표 68> 포켓공원 형성
포켓공원 형성

기존

제안

서로 다른 2개 필지의 외부공간 공유를 통해 블록의 내부로 진입하는 초
입부를 물리적, 시각적으로 노출하고 보행 동선을 내부로 유도할 수 있는
전이 공간을 조성한다. 기존 보행환경의 질이 낮았던 공공보행통로를 확
장하고 차로 연접 보행로와 연결성을 강화한다.

(3) 공공시설 재구성
<표 69> 공공시설 재구성
공공시설 재구성 기존과 제안

기존

제안

지면에서 기존 빗물펌프장 내 유수지 높이차와 안양천 변 근린공원 높
이차를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부지에서 안양천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지하 통로를 조성한다. 이로 인해 안양천 변에서 서울단지로 유입·출 되
는 통행의 접근성을 높여 도시기반시설의 이용도와 단지 내부의 이용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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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및 보행
(1) 교통체계
- 주차 진·출입로 공유
필지당 1개 이상의 주차 출입구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축 시 필
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주차 진출입로를 공유시켜 방치되었던 사이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보도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중교통이 중첩되는 구간에 대해 대중교통 환승 중심가로를 설정한다.
환승구간에서 교통정온화 구역을 설정하고 블록 간 이동 시 보행의 안전
성을 확보한다. 또한, 포켓공원과 연계한 환승 결절점을 조성하여 대중교
통 간 환승시간을 단축하고 정류장 환경을 개선한다.

(2) 보행체계
- 공공보행통로
기존에 조성되었던 공공보행통로를 기반으로 블록을 관통하는 보행가로
를 조성한다. 보행통로의 굴절이 많아 투과성이 낮았던 구간에서는 외부
공간을 확보하여 직선형이 되도록 조성하고 지원시설 중심블록 내부에 공
공보행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대규모 광장을 조성한다.
- 횡단보도
보차공존 가로와 차량 중심가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블록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교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상대
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교차점에 설치한다. 보차공존 가로에는 바닥 포장,
가로시설물을 이용하여 교통정온화를 시키고 보행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전 횡단보도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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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오픈스페이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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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교통 및 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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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종합 구상안 제안

<그림 13>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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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5장

핵심 대상지 상세계획

핵심 대상지 선정과 현황

1) 핵심 대상지 선정과 현황
제 5장에서는 전략적 핵심지역을 설정하여 단계적 개발을 위한 침점으
로 계획한다. 제안한 공간구조계획에서 상세계획 대상지는 두 지역이며
북측 거점인 핵심 대상지 A와 서울단지 3단지의 중앙 거점인 핵심 대상
지 B이다.

(1) 핵심 대상지 A
핵심 대상지 A는 지원시설 중심 블록을 포함한 지역으로 수출의 다리
를 중심으로 3단지의 북측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광역도로인 가마산로가
연결되는 단지 초입부를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운동장, 제 2펌프장, 먹자
촌을 포함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이 동측에 위
치하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63%를 차지하는 대규모 신축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북측 거점을 대표로 설계하여 타 지역에도 지원시설
중심계획 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핵심 대상지 B
핵심 대상지 B는 1, 2, 3단지 전체를 관통하는 수출의 다리 연접지역이
며 3단지의 중앙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서측에 제 1펌프장, 동측에 청소
년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고가도로의 높이차가 발생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3단지의 중심부를
설계하여 서울단지 전반으로 핵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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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0>핵심 대상지 선정
핵심 대상지 선정

핵심 대상지 종합현황도
핵심 대상지 A

핵심 대상지 B

-3단지 북측에 위치

-3단지 중앙에 위치

-광역도로(가마산로)와 연결부에 위치

-1, 2, 3단지 전체를 관통하는 수출의 다리
연접지역

-디지털 운동장, 빗물펌프장, 먹자촌 위치
-동측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위치
-30년 이상 노후 건물물 63%

-서측에 빗물펌프장, 동측의 청소년센터 위치
-고가도로의 높이차가 발생하는 지역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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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대상지 목표와 전략
<표 71> 핵심 대상지 전략
핵심 대상지 전략
핵심 대상지 A

핵심 대상지 B

종합현황도

설계목표

지원시설 중심블럭을 중심으로
안양천까지 연결성 강화

수출의 다리로 양분화 된 남북영역의
연결성 강화

설계전략

노후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재배열하여
녹지 및 지원용지 확보

대규모 복합용지 지정을 통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

핵심 대상지의 목표는 서울단지가 일상적인 업무·생활공간이 될 수 있
도록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상지 설계 목표와 전략은 아래와
같다.
핵심 대상지 A는 지원시설 중심 블록을 집중적으로 설계하여 안양천까
지 연결성을 강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에 노후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재
배열하여 녹지 및 지원용지를 확보하고 역세권 지원시설 축, 안양천 변
문화녹지 축, 산업단지 주요가로축을 수반하는 중심지로 계획한다.
핵심 대상지 B는 수출의 다리로 양분화된 남북영역의 연결성을 강화하
는데 목표가 있다. 이에 노후도가 높은 건축물을 대규모 복합용지로 우선
지정하여 녹지와 공공보행통로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고가도로 하부를
이용한 공공시설지원 축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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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구상안 제안
(1) 지원시설 중심 구역
<표 72>핵심 대상지 A 세부 전략
핵심 대상지 A 지역
핵심 대상지 A 세부설계 지역

세부 전략

역세권역 지원시설축
안양천변 문화녹지축
산업단지 주요가로축

세부 설계

A-1 중심광장과 공공보행통로
A-2 차량중심가로와 공개공지
A-3 대중교통 환승센터와 공공보행통로

- 역세권역 지원시설축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디지털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축으로 업무시간에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녹지 및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업무시간 이후와 주
말에는 기업홍보와 도심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민들
이 다양한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양천 변 문화녹지축
공공시설용지의 입체·복합화로 단지 내부에 부족한 체육·문화시설을 확
충한다. 안양천-제 2펌프장-디지털운동장 축으로 보행이 연속되도록 건
축물을 후퇴시켜 통합된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 산업단지 주요가로축
입구부에서 단지 내부로 이동하는 주요 이동통로로 건축선을 일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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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서울단지의 가로를 조성한다. 교통과 보행의
흐름이 조화되도록 교차로 부근에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표 73>핵심 대상지 A 종합계획
핵심 대상지 A 종합계획

핵심 대상지 A 현황

핵심 대상지 A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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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핵심 대상지 A-1, A-2 세부설계
핵심 대상지 A-1 세부설계

a-a’ 단면

핵심 대상지 A-1 평면

b-b’ 단면

핵심 대상지 A-2 세부설계

a-a’ 단면

핵심 대상지 A-2 평면

b-b’ 단면

- 중심광장과 공공보행통로
다양한 규모의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4개의 필지의 건축물 이면부
외부공간을 공유하여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저층 지원시설들의 높이에 비례하여 같은 길이로 확장해 가로의 개방감을
확보한다. 저층부와 직접 접하는 외부공간은 바닥을 포장하여 실내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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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b-b’ 단면과 같이 광장에서 포켓광장
으로 이어지는 영역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건축물 저층부 확장영역과 중
앙 보행통로 간 기능을 분리한다.

- 차량 중심가로와 공개공지
차량 중심 가로에서는 저층부와 고층부가 일치되게 계획(a-a’ 단면)하여
차량 이동이 주로 일어나게 유도하고 첨단업무단지 이미지를 조성한다.
보차혼용 가로에서는 전면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여 동에서 서측으로 보
행을 유도하고 남북 블록 간 통행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게 도로포장,
가로 설치물을 이용하여 교통정온화를 시킨다.
<표 75>핵심 대상지 A-3 세부설계
핵심 대상지 A-3 세부설계

a-a’ 단면

핵심 대상지 A-3 평면

b-b’ 단면

- 대중교통 환승센터와 공공보행통로
대중교통 환승센터는 공개공지를 이용하여 환승 결절점에 넓은 면적으
로 배치하여 휴게 및 대기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게 한다.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이용하여 접근도를 높이고 공공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대
중교통 간 활용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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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지니스 중심 구역
<표 76>핵심 대상지 B 세부 전략
핵심 대상지 B 지역
핵심 대상지 B 세부설계 지역

세부 전략

고가도로 하부 공공시설 연결축
대규모 복합용지 지정

세부 설계

B-1, B-2
고가도로 하부 변 교통정온화 조성
B-3, B-4
복합용지 지정을 통한 외부공간 활용

- 고가도로 하부 공공시설 연결축
제 1펌프장-고가도로 하부-청소년센터로 이어지는 공공시설 연결축을
강화시켜 남북으로 분리된 보행환경을 개선하며 동측에서 서측으로 안양
천까지 보행이 연결되도록 한다. 고가도로 하부로 인해 소외된 보행환경
을 교통정온화를 통해 개선하며 인접 필지와 연결을 강화한다.

- 대규모 복합용지 지정
노후도가 높은 건물이 위치한 필지를 우선적으로 합필하고 복합용지로
지정한다. 수출의 다리 인근에 대형화된 필지를 이용하여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고 개방된 외부공간을 이용하여 부족했던 블록 관통도로, 대규모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한다.

- 95 -

<표 77>핵심 대상지 B 종합계획
핵심 대상지 B 종합계획

핵심 대상지 B 현황

핵심 대상지 B 제안

- 96 -

<표 78>핵심 대상지 B-1, B-2 세부설계
핵심 대상지 B-1, B-2 세부설계

B-1 평면

B-2 평면

- 고가도로 하부 변 교통 정온화 조성
제 1펌프장과 청소년센터로 진입하는 연결부에 교통 정온화 구간을 조
성한다. 차도 요철 포장, 과속방지턱,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
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가도로 하부에서는 보행섬식 횡단보도에 접근
이 용이하도록 조명과 수목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공공시설용지의 맞은편에 위치한 필지에 건물의 전면에 많은 면적의 공
개공지를 배치한다. 포장형으로 조성하여 고가도로 하부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전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 복합용지 지정을 통한 외부공간 활용
수출의 다리 변 필지에 대규모 복합용지를 지정해서 노후도가 높은 건
축물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기부체납을 통해 블록을 관통하
는 도로를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가 만나는 교차점에 공개공지를 이용한
포켓파크를 조성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블록내부로 활동을 유
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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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핵심 대상지 B-1 세부설계
핵심 대상지 B-1 세부설계

B-1
현황

B-1
제안

<표 80>핵심 대상지 B-2 세부설계
핵심 대상지 B-2 세부설계

B-2
현황

B-2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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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핵심 대상지 B-3, B-4 현황
핵심 대상지 B-3, 4 현황

B-3 현황

B-4 현황

<표 82>핵심 대상지 B-3, B-4 세부설계
핵심 대상지 B-3, B-4 세부설계

B-3 평면

B-4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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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가 도심부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중심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제안함으로써 기존 산업단지
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시작되었다. 과거 주력산업이었던 제조업
에서 첨단지식산업으로 전환되며 산업공장시설은 지식산업센터로 치환되
었고 많은 면적의 외부공간을 개방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부인프라
역시 차량보다 보행자의 측면에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했지만, 부동산
이익에 맞춰 공장시설이 있었던 대형 필지에 그대로 무질서하게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민간주도 개별 필지 개발 속에서 공공은 여러 대
책을 제시하지만,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방책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심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잠재력을 가짐에도 불구
하고 정체된 서울디지털단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공간구조를 제안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로공단에서 서울디지털단지까지 변천 과정에서 산업 흐름과 단
지 내·외부 조직의 변용을 함께 살펴봤다는 점이다. 설립 초기부터 성숙
기까지 산업의 흥망성쇠를 도시 공간 변화양상과 대응시켜 현재의 단지구
조를 이해함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공간 구조 계획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둘째, 산업단지의 입체·복합 이용에 관해 그 범위와 방법 그리고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법과 사업 및 전략의 한계점을 진단했다는 것이다. 근
래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현행법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서울디지털단
지의 현황에 대입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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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시 첨단산업 집적지 사례 분석을 통해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
한 전략을 토지이용과 근로 환경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대표
선도 사례지인 상암 DMC와 판교 테크노밸리의 공간 전략을 도시·건축적
관점으로 분석의 틀을 도출하여 서울디지털단지와 비교분석함에 의의가
있다.
넷째, 서울디지털단지의 도시·건축적 계획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실제 공
간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공간구조계획과 세
부설계로 구체적 구조개편안을 제시함에 큰 의의가 있다. 다수의 선행연
구가 첨단클러스터의 입지 성공 요인 및 정책평가에 초점을 맞춘 결과론
적 연구에 그치고 있어 첨단지식산업단지로서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본 연구가 외부공간 현황, 노후도, 지식산업센터
등 단지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건축적 차원까지 접근하여 제안했다
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가 도심 첨단지식산업을 선도하
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24시간 365일 활성화 되는 일상적
업무공간으로서 청사진을 제시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한계이자 보완되어야 할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시 첨단산업 집적지의 대표사례로 선정한 상암 DMC와 판교 테크
노밸리의 토지이용 별 면적의 적정수준에 대해 구체적 연구와 검토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제시한 설계안을 일
반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첨단산업 집적지 사례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서울디지털단지 3단지뿐만 아니라 1, 2단지의 비교분석 및
평가 등 인접 단지와 관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초기 동
일한 목표로 조성되었지만, 기능에 따라 다르게 개발되고 있는 현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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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지 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단지의 정체성을 재정의할 필
요성이 있다. 셋째, 서울디지털단지에 인접한 도시공간에 대한 관심이 필
요하다. 폐쇄적인 산업단지의 개념을 넘어서 도시의 중심공간으로 나아가
려면 주변부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관한 연구가 동반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산업단지의 새로운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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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ster planning of S 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for developing urban High-tech knowledge-base industry
-Focus on 3

rd

Complex

Jongki, Oh
Graduated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propose a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urban structure plan that can be developed as a center of urban
High-tech knowledge-base industry in industrial structure transforming.

Recently, industrial paradigm has been shifted, Industrial Complex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stage to prepare for the future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aying attention and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With this effect such industrial trends, the Seoul Digital
Complex, which is Seoul's only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s concentrating
its attention as a space to lead future industries. However, the Seoul Digital
Complex is trying to meet the new industry by using the past manufacturing
industry infra as it is, and concentrates only on partial problem solving
without concrete master plan. Therefore, stereoscopic and multi-dimensional
plans using external spaces and supporting facilities facing workers an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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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use industrial complexes will be a practical alternat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eoul Digital Complex environment.
The Seoul Digital Complex has a strong potential to provide amenity for
urban people as well as for industrial purposes, while forming a city identity.
This study propose a spatial structure of the Seoul Digital Complex as the
center of Seoul's industrial center in the west-south, and aimed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Seoul Digital Complex to develop into an industrial complex
leading the future high-tech knowledge-base industry.

The contents of the study consisted of case analysis and site analysis, spatial
structure planning, and core-target area planning. Chapter 2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e and changes in urban organ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examines

the

stereoscopic

and

multi-dimensional of industrial complexes. Chapter 3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ites and case sites. In terms of land use and
working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strategy of case site was analyzed and
analyzed with four dimensions such as land use, building, open space, traffic
and walking. In Chapter 4, based on the framework of analysis that proposed
a spatial structure plan. In chapter 5, propose a detailed design plan by
selecting key spot site that can be developed step by step among the major
points proposed in the spatial structure pla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oking at the industrial
trend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the Guro Industrial Complex to the
Seoul Digital Complex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ity organizations. It is meaningful to observe the ups and downs from early
establishment to mature period together with changes of urban space. Second,
the scope, method, and status of the complex use of industrial complexes
were examined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aws and project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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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diagnosed. The existing strategy pointed out the side effects as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and individual plots, and reviewed the
Seoul Digital Complex as a framework of four analyzes. Third, the strategy
for the cultivation of high-tech knowledge-base industry was analyzed and
analyzed in terms of land use and working environment through case analysis
of urban high-tech industry cluster.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spatial
strategies of the leading representative cases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urban space and architecture compared with the Seoul Digital Complex.
Fourth, it is very meaningful to present the limit of urban and architectural
plan of Seoul Digital Complex and to suggest specific structural master plan
based on interviews of workers using actual space, with overall spatial
structure plan and detailed desig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Seoul Digital Complex 3rd area can be a
leading base for advanced knowledge industry in the city and presents a
blueprint as a daily work space that is activated 24 hours a day, 365 days a
year.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for further research to
realize the new identity of the industrial complex.

Keyword : Seoul Digital Complex, High-Tech industrial complex, external
space, urban structure plan
Student number : 2016-2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