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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가치창출에서 지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제조와 연구의 공존이 효과적

국가의 제조업 기반 상태는 번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과거의 제조업은 경제발전의 근

간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다주었으나 도시는 미래와, 제조업은 과거와 관련이 연관된 개념이라는 인식에 오늘

날 둘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 되었다. 

제조업이 세계화되면서 생산은 연구개발과 같은 가치 사실의 다른 영역과 분리되어 효율성을 

추구하였지만, 최근 가치 창출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조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날의 도심제조는 과거의 제조와 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최신 

기술이 새로운 제조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서울시 중구는 인쇄와 의복 제조가 강점이지만 대다수가 영세업체

최근 10년 동안의 서울시 제조업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서울의 제조업은 2010년 53,969개에서 2017년 

61,583개로 연평균 1.33% 성장률(CAGR)을 보였다. 서울의 제조업은 감소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반

등했는데 대체로 서울시 사업체 중 제조업체 비율은 7~8%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시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7년 346,667명에서 2017년 277,920명으로 연평균성장률(CAGR) -2.19%를 기록했다. 사업체조사에

서 제조업체 비중이 7~8%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제조업 종사자 수의 비중이 2007년 8.7%에서 2017년 

5.4%로 줄어든 것은 서울시 제조업 구조에 변화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는 줄었지만 10인 이하 제조업체 수는 늘어 서울시 제조업이 영세하고 경쟁에 취약해졌

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중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수가 9,947개로 가장 많고, 종사자 수는 금천구(40,151명)

의 뒤를 이어 30,475명이다. 중구의 제조업 비중이 다른 구에 비해 높지만, 업체당 평균 종사자가 3.1명으

로 25개 자치구 중 24위를 기록하여 매우 영세하다.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통해 종사자 규모별 집중

도를 보았는데, 중구는 HHI 7,000 이상으로 영세업체 비중이 매우 컸다. 더불어 사업체 수가 많아 중구는 

상업지역의 특징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업종별로 나누어 중구의 산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인쇄와 의복 제조에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쇄업은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성장률이 –0.9%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다른 구보다 관련 업체 수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 관련 공장은 필동, 광희동, 을지로동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의복 제조의 비중은 인쇄

업보다 적지만, 최근 5년 3.4%(CAGR)의 성장세를 보였다. 의복 공장은 대체로 신당동과 신당5동, 동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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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포하고 있었다.

국외 사례에서 주택과 공장이 공존하는 방안 모색

브뤼셀(벨기에), 런던(영국), 로테르담(네덜란드), 오오타구(일본, 도쿄), 히가시오사카시(일본, 오사카) 등의 

사례에서 과거 도심 산업이 매우 번성했던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에 

집중하자 산업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으며, 탈사업화가 진행하면서 제조업은 인건비가 저렴하

고 입지가 싼 곳을 찾아 이동하였다. 

이전 압박에도 다양한 제조업이 여전히 도시 내 남아있는데, 대개 소규모 업체가 해당 지역 내 소비라는 독

특한 사업 환경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틈새시장과 다양한 소비시장에 근접하여 얻

는 이익을 통해 생존하고 있다. 특히, 근처에 있는 관련 업체들과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해 집적지 내에서 제

품 생산이 완결되도록 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능력을 함양한다.

도심산업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으려면, 도시가 가진 집약된 지식(대학, 연구소, 기관 등)을 잘 활용하여 

도심산업 관련 기술의 미래가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주거지와 공장이 공존하는 복합지역을 효과적으로 설계했다면 공생하기 위한 환경기술

(green technology)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첨단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구 도심산업 특성화 방안

중구 도심산업을 특성화하려면 입지조건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급사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

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형 Service Orientation Architecture를 구축하여 각 공정을 자동화하고 연계함으

로써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도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공유경제 인프라를 통해 생산성

을 향상하고, 융합형 제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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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 국가의 제조업 기반 상태는 번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Chang, 

2010), 건전한 제조업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 탄력성을 높임

‐ 서비스 부문보다 제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조업의 

생산력 향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임금 성장을 촉진 할 수 있음

‐ 제조업의 건전성은 무역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충돌의 취약성과 적자를 완화함

◦ 과거 제조업은 경제발전의 근간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다주었으나, 도시는 미래와, 제조

업은 과거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면서 오늘날 둘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 됨

‐ 그러나 도시는 다양한 직업, 경제 안정성과 복원력,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 기대 

이상으로 제조업을 필요로 함

‐ 마찬가지로 제조업은 시장 접근성 향상, 많은 인재의 보유, 아이디어 교류 등을 

위해 도시가 필요함

◦ 서구 도시에서는 1950년대부터 제조업이 감소했는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공장을 거주지 외각 지역으로 밀어냈고 고속도로 교차로와 저렴한 황무지가 있는 

도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살아남음

‐ 시끄러운 공장과 오염을 막으려는 도시계획 정책과 서비스업, 특히 금융, 기술 산업의 

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찾는 거주자 수가 급증하며 공간에 대한 경쟁이 시작됨

‐ 1980년대 도시에서 살아남은 산업들은 세계화와 자동화의 풍파에 시달림

◦ 오늘날 도심제조는 이전의 제조와 질적으로 다르며, 디트로이트, 뉴욕, 런던, 베를린 등 도시

마다 산업의 구성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궤적은 같음

‐ 공장들은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외곽이나 산업 지역에 집적되어 있고, 도시의 

번잡함과 분리되어 있음

◦ 기능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도시 간 해안가나 철도역, 창고 등은 이제 휴면 상태이거나 

기능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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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은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였고 거대한 부지는 런던의 카나리와프(Canary Wharf)나 

로테르담의 콥판자우드(Kop van Zuid)와 같은 새로운 상업지구로 재탄생함

◦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국가 내 다른 지역이나 국경을 넘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국제수지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요식업이나 배관 수리와 같은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은 생산과 제공의 장소가 같지 

않아도 되므로 재화의 거래성이 우수함

‐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격 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나 문화적 친밀감이나 현지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질이 하락함(예: 영국은 2000년대 콜센터를 인도로 이전했으나 

많은 회사들이 고객 불만 때문에 되돌아옴)

◦ 제조 부문의 강력한 생산성은 다른 업종이 동등한 생산성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임금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를 보몰 효과(Baumal effect)1)라고 함

‐ 제조업은 기술 개발로 촉발된 생산성을 자본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임

‐ 공장의 산업화에서부터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기술 발전의 이점을 

쉽게 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에 의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은 계속적

으로 경제 전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업이 세계화되면서, 생산은 연구 개발(R&D)과 같은 가치 사슬의 다른 

영역과 분리되었으나 가치 창출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명백해짐에 따라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제조와 생산이 개발과 병행되어야 함(Shih & Pisano, 2012)

‐ 영국의 전자제품 기업 다이슨(Dyson)이 영국에서는 제품 설계(design)와 개발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는 것처럼 선진국은 디자인과 같은 고부가가치 요소만 남기고, 

가치가 낮은 생산 활동은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로 이동시킴

‐ 특히, 제품 혁신에 공정(process)이 포함되었거나 나노기술처럼 공정이 새롭거나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프로세스 중심 활동에서는 사업부 간에 중요한 정보나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혁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없음

‐ 제조는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가치 사슬의 다른 부분과 제조 부문

과의 협력은 경쟁우위를 창출하도록 함

◦ 최근, 제조 공정에 필요한 숙련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제조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Shih and Pisano(2012)는 이 같은 종합적 기초 지식(collective foundational 

1) 보몰 효과는 1960년대 William J. Baumol 과 William G. Bowen이 설명한 현상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업종의 임금 상승에 반응하여 
그렇지 않은 직업들에서도 임금이 상승하는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면, 백화점 판매사원에 1960년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들은 높은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임금을 많이 주는 자동차 공장으로 이직할 것이다. 따라서 백화점 판매사원의 월급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다른 산업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보몰 효과를 통해서 가르치는 학생의 수나 머리를 
자르는 횟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교사와 미용사 등의 임금이 상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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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을 산업적 공통점(industrial commons)이라고 부르며, 혁신을 통해 지역

이 경쟁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지원 기술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함 

‐ 셰필드의 고급 제조 캠퍼스(University of Sheffield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er: AMRC)는 보잉에서부터 맥라렌에 이르는 전 세계 모든 규모의 

제조사들이 모여 최고의 제조 생태계(high-end manufacturing eco-system)를 

형성하고, 기술 훈련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좋은 사례임

◦ 기술의 발전은 도심제조를 만들었고 계속 그렇게 만들 것이며, 최신의 기술은 새로운 

제조의 가능성을 열어줌

◦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및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기술로 인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가 앞선 

세 가지 산업혁명에 필적한 중대한 변화임을 인식하자 ‘Industry 4.0’이 탄생함

‐ 첫 번째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에 의해 노동력이 사람과 동물의 땀으로부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계로 옮겨감으로써 촉발됨

‐ 두 번째 산업혁명은 19세기 말, 소비재의 대량 생산에 전기의 사용으로 나타남

‐ 세 번째 산업혁명은 컴퓨팅 기술이 전 세계 통신과 연결되면서 시작됨

◦ 이전의 혁명이 중앙 집중식 표준화된 생산 방식인데 반해, 지금은 분산한(redistribute) 

대량 맞춤화(mass customization-단계별로 개별 품목 맞춤)를 허용함

‐ Nike는 사용자 맞춤을 제공하는 NIKEiD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비즈니스는 이미 

맞춤형 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함

‐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현지 생산(local production)이 증가할 것임

‐ 위와 같은 변화는 큰 시장에 대한 기회는 가지되 산업에 필요한 공간의 규모를 축소

하면서 도심제조업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함

◦ 또한,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제조업의 발전으로 활력을 얻은 물질문화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는데, 현대는 기술 변화와 함께 사회가 더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함

‐ 오늘날 과제는 현재,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제조업과 가치 사슬의 다른 영역, 특히 

폐기물 및 자원 관리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함

‐ 도심제조업은 상품이 장거리 이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2차 재료

(secondary material)의 풍부한 원천이 됨

◦ 제조업에서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의 기회까지 제공함

‐ 분산 생산 방식은 대규모 중앙 집중식 생산 방식이 가지지 못한 지역의 주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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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참여 가능성을 가지며, 도시 거주자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그들의 도시를 

‘만들’ 수 있음

2) 연구 목적

◦ 연구 질문

‐ 중구 도심산업은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 지역 기반과 연계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가?

‐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필요 기반과 제안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연구 목적

‐ 도심산업 인력의 노령화 및 지역 노후화 극복 방안 도출

‐ 을지로 도심산업의 지역적 특색 탐구 및 특성화 방안 도출

‐ 산업 특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필요기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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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2007년부터 10년 동안 서울시 제조업 동향을 살펴보고, 서울시 도심산업별로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흥망성쇠의 과정과 업종 특징을 정리함

◦ 산업적 범위: 서울시 대표 도심산업, 즉 인쇄, 컴퓨터/전자부품, 의류봉제, 귀금속, 수제화를 

중심으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 도시의 산업특성과 비교함

‐ 특히, 중구의 대표 도심산업인 인쇄업과 의복제조에 대해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지리

정보를 중심으로 집적도를 그려봄

◦ 공간적 범위: 서울시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중 중구를 대상으로 함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도심산업의 개념과 변화를 정리하고 산업별 기술동향 조사

‐ 서울시 제조업 특성 분석을 위한 현황 정리

‐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도심산업 육성 사례 발굴

◦ 통계분석 및 지도화

‐ 제조업체 수와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별 현황을 시각화

‐ 자치구별 산업특성을 HHI 지수로 비교

‐ 제조공장의 집적 지역과 그 정도를 지도에 표현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도시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 학계 내 관련 전문가와 상시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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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조업 현황 분석

1 ∙ 서울시 제조업 현황

1) 서울시 제조업체 현황

◦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18) 결과, 전국의 사업체 수는 4,020,477개로 조사

되었고 그 중 서울시는 822,863개로 전체 사업체 중 20.5%를 차지함

◦ 전국 제조업체 수는 434,372개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서울시 제조업체 수는 61,583개로 

전국 제조업체 수 중 14.2%를 차지함

‐ 조사된 전국 사업체 수 중 제조업체 수 비중은 10.8%, 서울시 사업체 수 중 제조업체 

수 비중은 7.5%

◦ 2007년 이후 서울시 사업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822,863개로 연평균성장률(CAGR) 1.35% 증가함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수는 2010년 최소 53,969개에서 최근까지 연평균 1.33% 성장률

(CAGR)로 증가하며, 2017년 61,583개로 조사되었으나 2015년 최고점을 찍은 후 하향세임

(단위: 개,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체 
수

728,614 719,687 723,086 729,728 752,285 780,887 785,094 812,798 820,658 820,156 822,863

제조업 
수

61,718 56,254 54,947 53,969 56,027 59,217 58,551 61,218 62,211 61,140 61,583

비중 8.5% 7.8% 7.6% 7.4% 7.4% 7.6% 7.5% 7.5% 7.6% 7.5% 7.5%

자료: 서울시 사업체조사(2007~2017년) https://data.seoul.go.kr

[표 2-1] 서울시 사업체 추이 (2007년~2017년)

◦ 서울의 제조업은 감소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반등했는데, 대체로 서울시 사업체 중 제조

업체 비율은 7~8% 수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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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시 (사업체 수/제조업체 수) 변화 추이

2) 서울시 제조업 종사자 현황

◦ 2017년 기준 전국 사업체 종사자 수는 21,591,398명이었으며, 그중 서울시는 5,119,913명

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 중 23.7%를 차지함

◦ 전국 제조업 종사자 수는 4,116,425명인데, 서울시 제조업 종사자 수는 277,920명으로 

6.8%의 비중을 차지함

‐ 전국 사업체 종사자 중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19.1%였으며, 서울시 사업체 종사자 중 

제조업 종사자는 5.4%임

◦ 2007년 이후 서울시 사업체 종사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4,005,831명에 비해 

2017년 5,119,913명으로 27.8% 증가했고 연평균성장률(CAGR) 2.48%로 지속 성장함

◦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7년 346,667명에서 2017년 277,920명으로 19.8% 감소했으며, 소폭 

증가하는 때도 있지만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연평균성장률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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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종사자 

4,005,831 4,079,277 4,177,336 4,490,081 4,498,312 4,541,393 4,585,090 4,739,883 5,108,828 5,079,451 5,119,913

제조업 
종사자

346,667 294,649 282,583 272,847 275,387 286,674 272,972 283,523 287,414 279,103 277,920

비중 8.7% 7.2% 6.8% 6.1% 6.1% 6.3% 6.0% 6.0% 5.6% 5.5% 5.4%

자료: 서울시 사업체조사(2007~2017년) https://data.seoul.go.kr

[표 2-2] 서울시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2007년~2017년)

◦ 2007년 전체 종사자 4,005,831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346,667명으로 8.7%를 차지하였지만 

2017년 전체 종사자 5,119,913명 중 제조업 종사자 수는 277,920명으로 5.4%를 차지함

◦ 사업체조사 중 제조업체 비중이 7~8%로 일정한 반면 제조업 종사자 수의 비중이, 8.7%에서 

5.4%로 줄어든 것은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방증

[그림 2-2] 서울시 (사업체별 종사자 수/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 추이

3)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사업체 수는 종사자 규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0인∼19인, 50인∼99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은 최근 그 수가 감소하였음



02 제조업 현황 분석 11

(단위: 개)

주)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

[표 2-3] 서울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 서울시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1∼4인, 5∼9인 제조업체 수는 증가한 

반면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수는 감소함

◦ 10인 이하의 영세 제조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제조

업이 영세하고 경쟁에 취약한 구조임을 나타냄

(단위: 개)

주)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

[표 2-4] 서울시 종사자 규모별 제조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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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치구별 제조업 현황

1) 제조업 현황

◦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18)에서 자치구별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72,511개), 중구(62,936개), 송파구(46,676개) 순임

◦ 사업체 종사자 수는 강남구(679,047명), 서초구(436,763명), 중구(386,648명) 순이었음

◦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서초구(9.5명), 강남구(9.4명), 영등포구(8.4명) 순으로 조사됨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9,947개), 금천구(5,412개), 성동구(4,612

개) 순으로 제조업체 수가 많음

◦ 제조업 종사자 수는 금천구(40,151명), 중구(30,475명), 성동구(28,130명) 순이었음

◦ 제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강남구(8.7명), 금천구(7.4명), 성동구(6.1명) 순으로 나타남

‐ 중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만, 

평균 종사자가 3.1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24위를 기록하여 매우 영세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02 제조업 현황 분석 13

(단위: 개, 명)

자치구
전체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평균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평균 종사자

강남구 72,511 679,047 9.4 1,707 14,910 8.7

강동구 29,952 146,512 4.9 1,566 6,508 4.2

강북구 18,928 71,752 3.8 1,541 6,621 4.3

강서구 36,556 234,394 6.4 1,258 7,027 5.6

관악구 26,374 115,390 4.4 1,350 5,480 4.1

광진구 24,688 125,170 5.1 1,853 7,616 4.1

구로구 38,405 213,468 5.6 3,729 19,002 5.1

금천구 31,750 228,000 7.2 5,412 40,151 7.4

노원구 26,516 117,859 4.4 848 4,042 4.8

도봉구 18,351 70,503 3.8 1,090 4,556 4.2

동대문구 32,411 142,842 4.4 3,539 14,237 4

동작구 19,966 110,422 5.5 651 2,228 3.4

마포구 36,325 247,999 6.8 1,336 5,121 3.8

서대문구 19,852 111,117 5.6 754 2,721 3.6

서초구 46,207 436,763 9.5 1,064 5,666 5.3

성동구 27,278 167,308 6.1 4,612 28,130 6.1

성북구 24,039 108,991 4.5 2,424 9,199 3.8

송파구 46,676 329,447 7.1 1,487 8,803 5.9

양천구 26,077 119,943 4.6 1,190 5,294 4.4

영등포구 43,163 362,800 8.4 4,186 14,084 3.4

용산구 20,806 133,260 6.4 1,054 3,446 3.3

은평구 24,561 88,818 3.6 957 3,266 3.4

종로구 40,490 268,702 6.6 4,450 13,078 2.9

중구 62,936 386,648 6.1 9,947 30,475 3.1

중랑구 28,045 102,758 3.7 3,578 16,259 4.5

총합계 822,863 5,119,913 6.2 61,583 277,920 4.5

[표 2-5] 서울시 행정구별 제조업 평균 종사자 수(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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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제조업체 수는 감소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반등했는데, 자치구별 업체 추이에는 

차이가 있음

‐ 강북구와 금천구, 성북구, 중랑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동작구와 영등포는 계속 

감소함

◦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는 지속적으로 제조업체 수가 

증가함

주1)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성장률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성장률을 함께 표기함

주2) 연평균성장률 아이콘은 5구간으로 1.0%이상, 0.5%, 0.0%, -0.5%, -1.0%이하로 구성함

[표 2-6] 서울시 자치구별 제조업체 수 (2007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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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다수 자치구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함

‐ 단,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는 2007년과 비교하면 2017년의 종사자 수가 더 많음

‐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는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 회복함

◦ 최근 5년 평균성장률을 보면 도봉구가 4%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지만 종사자 수 변동은 

800여명 수준임

주1)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성장률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성장률을 함께 표기함

주2) 연평균성장률 아이콘은 5구간으로 1.0%이상, 0.5%, 0.0%, -0.5%, -1.0%이하로 구성함

[표 2-7] 서울시 자치구별 제조업 종사자 수 (2007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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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중구는 10년 평균성장률은 –1.7%지만 5년 평균성장률은 1.1%

로 2012년보다 약 1천6백여명 증가

◦ 금천구는 제조업체 수가 많이 증가한 반면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으며, 중랑구는 제조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모두 증가함

2) 평균 종사자 현황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종사자 평균을 구별로 산출

‐ 평균 종사자 수 = 합계 [종사자] / 합계 [사업체 수]

◦ 서울시의 사업체 평균 종사자는 매년 1.2% 증가하고 있음

주1)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성장률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성장률을 함께 표기함

주2) 연평균성장률 아이콘은 5구간으로 1.0%이상, 0.5%, 0.0%, -0.5%, -1.0%이하로 구성함

[표 2-8] 서울시 자치구별 평균 종사자 수 (2007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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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가 연평균성장률 3.3%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그 뒤를 송파구(2.8%), 서대문

구(2.6%), 강동구(2.2%), 용산구(2.1%) 순으로 따름

◦ 강남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10년 평균성장률이 –1.5%로, 2010년 최고점인 12명에 도달한 

이후 2017년 9.4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음

◦ 같은 기간 각 구의 제조업 종사자 평균을 산출하였는데, 제조업 평균 종사자는 2007년 5.6

명에서 2017년 4.5명으로 10년 동안 매년 2.2.%씩 감소함

‐ 서초구는 10년 평균성장률 –7.2%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으며 용산구(-5.3%), 강남구

(-3.7%), 마포구(-3.5%) 순으로 변화를 보임

‐ 중랑구(0.2% 증가)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의 제조업 평균 종사자 수가 감소함

주1)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성장률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성장률을 함께 표기함

주2) 연평균성장률 아이콘은 5구간으로 1.0%이상, 0.5%, 0.0%, -0.5%, -1.0%이하로 구성함

[표 2-9] 서울시 자치구별 제조업 평균 종사자 수 (2007년~2017년)

◦ 5년 평균성장률을 기준으로 삼으면, 강동구(0.7%), 노원구(0.7%), 중구(0.6%), 성북구(0.3%) 

순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이들 지역이 다른 자치구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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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와 같이 평균 종사자는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종사자는 감소하는 경우 그 지역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변하는 경우 그 폭은 차이가 있지만 강동구, 노원구, 중구

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강동구는 평균 종사자가 증가하고 제조업 종사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 개발에 힘입

은 다양한 사업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됨

◦ 노원구는 제조업체 수는 증가하였지만 평균 제조업 종사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한 규모의 제조업체 비중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구는 제조업체 수의 변화는 크지 않으면서도 평균 종사자 수가 증가하여 개별 업체의 고용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중구는 제조업 평균 종사자 수가 종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고용 창출은 아님

3) 종사자 규모별 현황2)

◦ 구별로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의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해 허핀달-허쉬만지수(HHI)

를 활용함

‐ 허핀달-허쉬만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 시장 내 특정 주체가 갖는 

집중도를 파악하여 기업의 경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

‐ 특정 산업에 속하는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값으로 산출

 
  






‐ HHI의 최댓값은 10,000이며, 숫자가 커질수록 독과점의 정도가 커지므로 독점산업은 

HHI가 10,000의 값을 가짐

‐ 최솟값은 0에 수렴

‐ 시장의 독과점을 분류하는 확정적인 답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200 미만이면 저

집중 시장, 1200∼2500이면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면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

2)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종사자 규모별 현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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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시 사업체조사를 기준으로 각 구의 종사자 구조에 따른 HHI 지수를 계산함

‐ 지표를 활용한 상대적 비교를 위한 값으로 HHI를 사용함

‐ HHI가 높을수록 시장의 과점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별로 종사자 인력 규모의 

과점을 산출하여 비교함

◦ HHI가 높을수록 종사자 수가 적은 사업체(영세업체)의 점유율이 과중하다고 판단

‐ 종사자의 인력 규모가 작은 1~4, 5~9인 업체가 대부분인 것은 사업체 수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음

(단위: (종사자 구조)인, 개)

[표 2-10] 서울시 자치구별 종사자 인력 구조에 따른 HHI (2017년) 

◦ 자치구별 HHI는 모두 2,500 이상으로 고집중 시장이며, 상대적 비교가 필요함

‐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등은 HHI 7,0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임

‐ 강남구, 서초구, 금천구는 HHI 5,500 이하로 낮은 편임

◦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등은 강남구, 서초구, 금천구 

보다 사업체 종사자 구성이 영세함

[그림 2-3] 서울시 자치구별 HHI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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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수와 HHI를 이용해 교차 그래프를 그리고 구별로 포지션닝을 실시함

‐ 서울시 평균 업체 수(26,108개)와 평균 HHI(4,046)를 기준으로 함

‐ 본 분석에서는 상대적 비교만을 위해 사용하여 값의 크기는 절대적이지 않음

◦ 교차 그래프를 통해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이 심한 지역으로 판단 

할 수 있음

‐ 단, 단순히 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경쟁이 심하다고 단정 할 수 없음

‐ 업체 수는 다양한 업종과 관련하여 산업적 도심 기능을 설명하기도 함

[그림 2-4] 사업체 수와 HHI의 관계

◦ 자치구별 HHI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관

악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동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인력 구조를 

가지지만 상대적으로는 사업체 수가 적은 지역으로 확인

‐ 각 자치구가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사업체 구조로 보임

‐ 사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므로 주거 비율이 상업지 비율보다 높을 것임

◦ 중구와 종로구는 영세한 사업체가 많으면서 사업체 수 또한 많은 지역으로 상업지 특징을 

보임

‐ 중구와 종로구가 동일한 포지션에 위치하지만 사업체 수에서 중구가 월등히 많음

‐ 중구와 종로구는 영세 사업체 밀집 산업 지구의 특징을 보임

◦ 용산구, 성동구, 금천구는 사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종사자의 인력 구조가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영세하지 않은 사업체 수가 많음

‐ 대규모 인력 구조의 사업체가 다른 구보다 많음

‐ 용산구, 성동구, 금천구가 동일한 포지션에 있으나 각 구의 HHI 값에 차이가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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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구는 각기 다른 사업체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용산구는 성동구와 금천구 보다 영세한 종사자 구조를 보이며 적은 사업체 수로 용산 

전자상가 같은 상업지 특징을 나타냄

‐ 성동구는 용산구와 금천구의 중간으로 금천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영세하지 않

은 사업체 수가 많음

◦ 구로구, 강서구, 송파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는 사업체 수가 많으면서 영세 사

업체 수가 적은 지역

‐ 같은 포지션 안에서도 구로구, 강서구, 송파구, 영등포구의 특징과 서초구, 강남구의 

특징이 구별됨

‐ 구로구, 강서구, 송파구, 영등포구는 영세하지 않은 사업체 수가 많으면서 사업체 수

가 많은 지역이지만 평균과 가까워 다르게 포지셔닝한 구과 큰 차이는 없을 것임

‐ 서초구와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포지션에서도 그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중 가장 영세하지 않은 사업체가 많은 지역

◦ 각 구별 포지셔닝을 통한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구는 중구와 강남구

‐ 강남구는 대기업 밀집 지역

‐ 중구는 영세 사업체 밀집 지역

[그림 2-5] 제조업 인력 구조 HHI와 사업체 수로 본 자치구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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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시 중구 제조업 특성

1) 업종별 현황

◦ 중구와 더불어 자치구별 제조업 현황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금천구와 중랑구에 한정해 

한국표준산업분류별 특성을 살펴보았음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면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2017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로 분류함3)

‐ 각 항목의 변경으로 인해 세부 항목으로 내려갈수록 조사 기간별 데이터의 차이가 있

을 수 있어 하위 항목을 중분류까지 적용하여 변경 및 추가 항목을 일치시켜 분석함

‐ 구별로 해당 산업분류가 없으면 항목표에 나타나지 않음

◦ 중구와 금천구, 중랑구의 사업체 현황을 제조업 하위 수준으로 분류하여 산업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중구는 인쇄, 금천구와 중랑구는 의복 제조에 강점을 가짐

◦ 2017년 기준, 중구는 산업 중분류 중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가장 많으며, 연평균성장

률이 10년 기준 –0.1%, 5년 기준 –0.9%이지만 압도적인 차이로 인쇄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가 다량 분포하며 여전히 제조업 중심지를 유지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비록 인쇄 관련 제조업체보다 그 수가 작지만 

금천구, 중랑구와 비슷한 1,400개에 달하며, 변화의 폭이 10년 기준으로 0.5%, 5년 기준 

3.4%로 증가하는 추세임

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의 중분류는 9차 24개 항목에서 10차 25개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 10차 개정에서 
제조업 중분류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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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성장률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성장률을 함께 표기함

주2) 연평균성장률 아이콘은 5구간으로 1.0%이상, 0.5%, 0.0%, -0.5%, -1.0%이하로 구성함
주3) 2017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표 2-11] 중구 제조업 중분류 사업체 수 (2007년~2017년)

◦ 금천구는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사업체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평균성장률이 10년 기준 4.8%, 5년 기준 3.7%로 증가추세임

◦ 또한, 지난 10년 동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줄어들었지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등의 업종이 꾸준하게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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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성장률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성장률을 함께 표기함

주2) 연평균성장률 아이콘은 5구간으로 1.0%이상, 0.5%, 0.0%, -0.5%, -1.0%이하로 구성함
주3) 2017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표 2-12] 금천구 제조업 중분류 사업체 수 (2007년~2017년)

◦ 2017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중랑구는 산업 중분류 중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연평균성장률을 함께 고려하면 관련 업종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가 모두 성장세임



02 제조업 현황 분석 25

주1)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성장률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성장률을 함께 표기함

주2) 연평균성장률 아이콘은 5구간으로 1.0%이상, 0.5%, 0.0%, -0.5%, -1.0%이하로 구성함
주3) 2017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표 2-13] 중랑구 제조업 중분류 사업체 수 (2007년~2017년)

◦ 요약하면, 중구는 서울시 제조업 중심지이며, 특히 [인쇄]와 [의류·봉제] 관련 제조업에 특화

되어 있음

◦ 금천구와 중랑구는 의류·봉제 관련 제조업이 가장 많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랑구는 의복 

관련 연계 제조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으며 금천구는 의복과 다른 전자 기계 정밀 제조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적 특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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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별 현황

◦ 중구의 15개 동별 제조업체 수 변화를 통해 지역별 제조업 현황을 살펴봄

‐ 수집한 자료는 1∼2차례 행정 통합 방침에 따라 동이 통합되어서 2018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과거의 동을 재정리하여 기간 변화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함

◦ 중구의 을지로동이 제조업체 수가 9,15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희동과 필동이 각각 

7,939개와 4,409개의 순서로 많음

‐ 을지로동은 연평균성장률이 10년 기준–1.2%, 5년 기준 1.4%로, 예전의 사업체 수에 

못 미치지만 최근 5년 사이 사업체 수가 증가

◦ 신당동과 신당5동, 다산동은 10년 평균성장률 기준 각각 2.1%, 8.4%, 4.0%로 눈에 띄게 

사업체 수가 증가했으며, 명동, 동화동, 회현동, 소공동 등은 제조업의 하향세가 뚜렷함

주1)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성장률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성장률을 함께 표기함

주2) 연평균성장률 아이콘은 5구간으로 1.0%이상, 0.5%, 0.0%, -0.5%, -1.0%이하로 구성함
주3) 2017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표 2-14] 중구 동별 제조업 사업체 수 (2007년~2017년)

◦ 중구의 핵심 제조업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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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동별 사업체 현황을 살펴봄

◦ 중구에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을지로동이 2,218개, 굉회동이 1,840개, 필동 957개 

순으로 집적됨

주1)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성장률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성장률을 함께 표기함

주2) 연평균성장률 아이콘은 5구간으로 1.0%이상, 0.5%, 0.0%, -0.5%, -1.0%이하로 구성함
주3) 2017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표 2-15] 중구 동별 인쇄 사업체 수 (2007년~2017년)

[그림 2-6] 중구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상위 3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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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에서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조업]은 신당동 339개, 신당5동 225개, 동화동 194

개 순으로 분포함

주1) 경향선은 자료의 변화를 짧은 꺽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성장률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성장률을 함께 표기함

주2) 연평균성장률 아이콘은 5구간으로 1.0%이상, 0.5%, 0.0%, -0.5%, -1.0%이하로 구성함
주3) 2017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표 2-16] 중구 동별 의복 사업체 수 (2007년~2017년)

[그림 2-7] 중구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상위 3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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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 공장 현황

◦ 중구의 제조업 특징을 이해하고자 공장 등록 현황을 분석함

‐ 공공데이터 서울시 중구 공장 등록 현황(2019년)을 사용함4)

‐ 회사명, 등록주소, 업종을 사용하여 회사명으로 구분, 등록주소를 바탕으로 위치 확인 

그리고 업종을 기초로 산업분류

산업분류(대) 산업분류(중) 공장 수

제조업(10~34)
(1,178)

1차 금속 제조업(24) 3

가구 제조업(32)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7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1

기타 제품 제조업(33) 2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14

식료품 제조업(10) 9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1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885

전기장비 제조업(28) 3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2

정보통신업(58~63) 출판업(58) 16

건설업(41~42) 전문직별 공사업(42)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1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가구 내 고용활동(97) 1

도매 및 소매업(45~47)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1

운수 및 창고업(49~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총합계 1,199

[표 2-17] 서울시 중구 소재 공장 현황 (2019년 기준)

4) https://www.data.go.kr/dataset/307756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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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한 공장 중 제조업이 1,178개로 대부분을 차지함

‐ 산업분류에서 제조업에 속하는 하위 분류를 살펴보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885개,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조업]이 127개로 나타남

‐ [전기장비 제조업] 37개, [기타 제품제조] 22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신장비] 21개,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개, [금

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개 순으로 등록됨

◦ 각 공장의 등록주소를 바탕으로 Geocoder를 활용해 등록지의 좌표를 추출하고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함

‐ 등록주소가 올바르지 않은 주소가 나타나면,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고 위치 추정

◦ 공장의 등록주소를 기준으로 중구 지도에 표시한 결과, 지하철 충무로역과 을지로 3가 역을 

중심으로 공장이 집중됨

[그림 2-8] 중구 소재 공장 분포도 (위치정보 기반)

◦ 단순 분포만으로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산업분류별 위치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구에 등록한 공장 1,199개 중 제조업이 1,178개임

‐ 중분류 산업분류 수준에서 제조업 공장을 살펴보면 [인쇄] 관련 공장이 885개로 가장 

많고, [의복] 관련 공장이 124개로 그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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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산업분류별 등록 공장 위치 및 밀집도

◦ 중구의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쇄]와 [의복] 공장의 색깔을 구별하여 지리 정보를 

파악함

‐ [그림 2-9]의 왼쪽 그림에서 붉은색 점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을, 노란색 점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을 표기한 것인데, 인쇄업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2-9]의 오른쪽 그림은 제조업 중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과 [의복, 의복액세

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공장 밀도를 분석한 것임

[그림 2-10] [인쇄]와 [의복]의 공장 위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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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와 [의류] 산업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인쇄] 공장은 필동, 광회동, 을지로동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의류]는 신당동, 신당5동, 동화동에 대체로 분포함

‐ [그림 2-10] 상단 왼쪽 그림의 붉은색 점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을 영위하는 공

장이 등록된 위치를 표기한 것이며, 오른쪽 그림에서 밀도를 파악할 수 있음

‐ [그림 2-10] 하단 왼쪽 그림의 노란색 점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을 영위하는 공장이 등록된 위치를 표기한 것이며 오른쪽 그림에서 밀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신당동, 신당5동, 동화동외 회현동의 밀도가 높음

‐ 참고로 회현동은 신세계백화점, 메사,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쇼핑 상권으로써 주변

에 의복 관련 공장이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음



03

도심산업 개요

1_도심산업의 개념

2_도심산업의 변화

3_도심산업 기술동향



중구 도심산업 특성화 방안 연구 34

03 도심산업 개요

1 · 도심산업의 개념

1) 도심의 정의

◦ 독립된 도시가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권역

을 형성하면서 발전하는데, 이러한 주요 공간을 ‘도심부’라고 함(홍권표, 2017)

‐ 사전적 정의는 ‘도시의 시가지 중에서도 도시기능을 발휘하는 지리적 중추지역’

◦ 도심은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도시행정 등의 기능까지 포괄적

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도심에 대한 과집적을 완화하기 위한 부도심 개발이 

이루어짐(홍권표, 2017)

◦ 국가별로 도심을 정의할 때, 차이가 있음(신기동, 2009)

‐ (일본) 국가 및 지방행정 등이 중심인 관리기능과 금융·보험 및 도소매 등이 중심인 

상업기능이 집적된 지역

‐ (미국)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라 명하는 상업기능이 밀집된 

지역

‐ (영국) 정부의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 계획구역

2) 도심의 특성

◦ 도심의 주요 특성으로는 우수한 접근성 외에 고밀도의 토지이용, 특정 제조업의 집적, 도심 

공동화 등이 있음(홍권표, 2017)

◦ 도시 내 도심부는 복잡한 교통망을 구축하여 우수한 접근성을 가짐(유환종 외, 2011)

‐ 교통의 발전은 대규모 상권의 발달과 집적을 유도하며, 제조와 유통을 지원·중개하는 

활동의 발달을 촉진함

‐ 제한된 토지에 다양한 기능이 분포하고 있어 공간의 세분화가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고층 건물의 발달 등 토지 이용에 관한 집약적 특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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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한 제조업이 집적하는 특성이 나타남(김성태, 2007)

‐ 도심 내 제조업 집적은 대규모 수요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최근 도심산업

이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어 도심 내 제조업이 쇠퇴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제조업의 쇠퇴는 도시의 인구와 산업이 주변부로 이동하여 도심부가 비게 되는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

3) 도심산업의 기존 정의

◦ 도심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지 않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도시형 공장)에서 “도시형 공장을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정의 

◦ 많은 학자들이 주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 또는 첨단산업을 도심산업

으로 정의

‐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조산업 등을 의미하며, 거대한 장치나 설비를 

요구하는 산업이 아닌 소규모의 입지 공간이 있어야 하는 산업으로 간주(배경화, 

2015)

‐ ‘산업입지법’상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 등 도시 내 

입지 가능한 도시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도심산업을 구분(이현주 외, 2014)

‐ 도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도시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숙경제 수준에 

도달한 도시지역에서 급성장하는 산업인데, 지식서비스 산업 등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산업이 주로 중심을 이룸(이병민, 2010)

‐ 식품, 섬유, 가구산업 등과 같이 대도시의 소비 수요와 밀접한 업종, 컴퓨터, 유전자, 

반도체 등의 부품제조업과 같은 고도의 정보기술과 밀접한 업종, 귀금속가공, 안경 등 

제조공장의 개념이 약한 작업장 성격의 공장, 의류, 구두, 핸드백 등 문화적 욕구가 

큰 도시의 근대 환경에 부합되는 산업

4) 도심산업의 새로운 정의

◦ 도심산업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에 

한정하여 도심산업을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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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도심산업은 환경과 관련하여 공해 발생이 적은 업종이거나 대도시의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 정보기술과 관련된 업종, 문화 등과 관련된 업종 등으로 구분

하지만, 이러한 업종 구분은 최근의 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장철순 

외, 2016)

◦ 최근 산업간 횡적･종적으로 연계하는 산업의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전되며, 디지털 경제시대

에는 단순 대량생산 위주의 제조업에서 지식기반형 디지털기술 기반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장철순 외, 2016)

‐ 제조 과정에서 서비스산업과 연계하여 신(新) 가치창출 메커니즘의 개발 필요성 대두

‐ 제조 이전 단계에서 R&D, 설계, 디자인, 인증 등의 중요성 대두

‐ 제조 단계에서는 IT를 이용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CPS(Cyber Physical 

Systems)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함

‐ 제조 이후 단계에서는 재무, 교육, 마케팅, 물류, 고객서비스, 재활용 등이 중요

◦ 도심산업은 도시지역에 자리 잡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며, 제조업과 함께 제조 전체과정에서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장철순 외, 

2016)



03 도심산업의 특징 37

2 · 도심산업의 변화

1) 도심산업의 발전단계

◦ 도심의 산업은 일반적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

으며, 도시의 기능, 규모, 인구 등에 따라 도심의 산업은 변화함(홍권표, 2017)

‐ 전통적 단계 이론으로 ‘도시발전단계론’에서는 도시의 규모와 기능 발전에 따라 나타

나는 성장과 변화과정을 이론화하였고, 그 단계를 도시화, 교외화, 탈도시화, 재도시화

의 4단계로 구분하였음

◦ 최근 도심산업 발달단계 이론에서는 상업 도시, 산업화 도시, 탈산업화 도시, 정보화 도시로 

구분(정병순, 2006)

‐ 상업 도시는 도시 중심부에 밀집된 중심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의 단계이며, 

도시기능 중 도·소매업 등 상업 기능이 가장 발달한 단계

‐ 산업화 도시는 도심 내부에 다양한 기능이 집중된 단계로, 제조업 위주의 2차 산업과 

행정·상업 기능이 도심부에 공존함 집적된 산업은 산업 내 가치사슬이나 유기적 연계

가 부족하며, 단순히 지역적인 집적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 탈산업화 도시는 도로혼잡과 가용 공간이 부족하여 사업의 확장이 어려워 일부 업종

이 이러한 과밀한 집적의 부작용으로 외곽으로 분산되고, 일부 지역은 슬럼화 되어 중

심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단계

‐ 정보화 도시 단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유발되는 기술적 분업과 서비스 부문 등

의 신경제 집적화 영향으로 정보화 도시로 발전하는 단계

2) 도심산업의 클러스터화

◦ 탈산업화 도시와 정보화 도시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적 특징은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로 나타남

‐ 특정산업 내의 가치사슬과 관련한 다수의 기업이 일정지역에 입주해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있는 상태임(홍권표, 2017)

◦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경제특구 지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도심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

는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지역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함 

‐ 기업들이 관계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와 이를 매개하여 형성된 공간집적 현상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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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러한 관계성으로 인해 클러스터를 ‘상호 연관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지리

적 집중’으로 정의(Rosenfeld, 1997)

◦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집적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기대

‐ 네트워크를 통해 제한적 자원의 벽을 넘어서는 ‘규모의 경제(ceconomy of scale)’ 

효과를 봄

‐ 단일한 사업체가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확대되어, 원부자재의 공동구매나 전문장비

의 사용, 숙련노동자의 고용이 최적화되어 경제적 이득 창출(장석명·박용치, 2009; 이

상빈·염명배, 2012)

◦ 산업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부 투자(지원)가 선행되어 기업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

‐ 다른 지역의 기업에 비해 지식획득이 용이하고 연구개발이 촉진됨

◦ 산업클러스터 구성기업들은 다른 지역의 기업들에 비해 네트워크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강하게 나타남

‐ 스스로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으며, 연구와 기술개발 등에 대한 혁신활동이 활성화되어 

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됨(Audretsch·Feldman, 1996)

3) 도심산업의 융합화

◦ 최근 산업 융합 현상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음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산업에서는 기술혁신이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하는 가운데, 융합은 새로운 사업발전의 모멘텀 역할로 기대 증대

‐ 융합의 추세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육성보다는 산업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동종산업의 집적보다는 소재-부품-모듈-완제품-시스템-

서비스로 연결되는 다양한 산업 활동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연계강화를 이전보다 

더욱 강조(장철순 외, 2016)

4) 도심산업의 서비스업화

◦ 제조업이 점차 서비스업으로 변해가고 있음

‐ 기술 평준화와 글로벌 경쟁의 심화 때문에 제품 자체의 차별화가 어려워짐

‐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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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확장하여 모든 생산 과정의 개발 및 유지관리에서 신규 가치를 

창출

‐ 기존 제품에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유형으로 예를 들면 상품의 판매와 유지보수를 

연계해 판매하는 제품 지향적 서비스업(Product-oriented services)과 제품 소유권은 

생산자가 유지하면서 이용자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용 지향적 서비스5)

(Use-oriented services)라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 두 가지가 나타남(김성덕, 2010)

5) 도심산업의 스마트공장

◦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에 관심 고조

‐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 공장에 사물인터넷과 같은 ICT 기술을 결합하여 생산공정 및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투입, 산출, 공급의 최적화를 추구하며, 단위공장 뿐만 

아니라 협력사, 물류, 유통 등 전 과정을 연계하여 협업이 가능한 생산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을 의미(조윤정, 2014)

5) 사용 지향적 서비스는 제품의 리스(product lease)와 제품의 공동사용(product sharing),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불(pay per services)
과 같은 형식을 말함(김성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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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심산업 기술 동향

1) 인쇄 산업 기술동향

◦ 도시형 제조업 중 인쇄업은 소규모 사업체 간 분업으로 집적이 매우 뚜렷하고, 도심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 주로 입지하여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업종(권규상, 2018)

‐ (집적효과 탁월) 모란지수를 활용한 도시형 제조업의 대도시별 집적도에 따르면[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이 가장 높은 집적도(서울 0.324, 울산 0.475)를 보임

‐ (주거ㆍ상업지역 입지) 대도시 내 인쇄업 집적지역 중 73.5%가 용도지역상 주거 및 

상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제조업 특성을 고려한 재생전략 수립이 어렵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적용도 불가능

‐ (높은 고용유발 효과) 2010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제조

업 중 [식료품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10억 원당 18.8

명, 11.2명)를 보임(한국은행, 2014; 권규상, 2018)

◦ 인쇄업은 소규모 업체 중심의 산업으로 성장률이 높지는 않으나 포장ㆍ특수인쇄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경기변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고용 유지

‐ 인터넷, 디지털 기기ㆍ가정용 프린터 보급, 온라인 판매로 인한 단가경쟁으로 인해 종

이인쇄의 수익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온라인쇼핑에 의한 물류기능 확대로 인해 특

수인쇄, 포장용품의 생산이 급속도로 증가

‐ 인쇄업의 경우 10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하여 소기업 중심의 산업이지

만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

◦ 인쇄업은 기술과 인맥을 보유한 분사창업이 매우 활발한 업종이며, 단순공정 이외에 고부가

가치 공정은 상당한 수준의 숙련기술을 요구(권규상, 2018)

‐ 인쇄업 집적지역 내 업체는 대개 기존 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기술과 인맥을 습득

하고 자본투자가 준비된 사람들이 분사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 특수인쇄ㆍ포장 등은 다양한 숙련기술이 필요하므로 급격한 업종 전환과 신규인력의 

유입이 어려움

◦ 인쇄 공정은 [그림 3-1]과 같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음(권규상, 2018)

‐ 고객의 요구를 시각화하는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을 인쇄용 파일로 변경하는 편집, 

인쇄판을 만드는 제판 등은 인쇄 전(前) 공정, 인쇄물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만드는 후가공(코팅, 형압, 합지 등)은 인쇄 후(後) 공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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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생산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으며 자본집약적

자료: 김민수(2019)

[그림 3-1] 인쇄 공정

◦ 도심 내 소규모 업체의 집적을 통한 분업화로 맞춤형 생산 추구

‐ 다품종 소량생산의 확산, 주문생산에 따른 수요변동, 고가의 설비투자에 따른 부담, 

공정별 숙련도 차이 등으로 인쇄업은 규모의 외부경제로서 집적을 통한 소규모 업체 

간 분업체계 형성

‐ 분업체계를 위한 하청은 집적지역 내부의 평판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라 형성되며, 

집적지역 내부의 대금결제 등 독특한 신용체계(credit system)가 원활한 분업체계를 

뒷받침

◦ 기획·디자인 기술 흐름(김봉렬, 2014)

‐ 80년대 PC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인쇄 공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디자

인·편집 업무도 수작업으로 진행

‐ 컴퓨터 이전에는 파라핀, 철필, 가리방(미세한 요철이 있는 철판)을 이용한 필경 작업, 

청타(靑打)라고 부르는 공판 타자기로 모눈종이에 타자하고 이를 사진 제판한 후에 화

판에서 편집하는 수작업 등이 있음

‐ 80년대 중반부터 보급된 맥킨토시 등 디자인 프로그램의 사용은 새로운 디자인 인력 

창출

‐ 컴퓨터 학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배운 새로운 인력들이 배출되면서 회판에서 작업하

던 수작업 디자인은 사라지고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에 의존

‐ 1천만 원을 웃돌던 맥킨토시 디자인 프로그램은 이후 서체 개발과 제품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고사양화로 경쟁 심화되어 근래에는 50만 원대에 프로그램 구입 가능

◦ 출력 기술 흐름(김봉렬, 2014)

‐ 출력은 제판과 소부 작업으로 나뉨

‐ 편집·디자인 작업 완료 후, 제판-소부 과정을 통해 인쇄기의 롤러에 걸쳐지는 인쇄판 

생성 → 컴퓨터 도입 전 가장 번거로운 공정

‐ 1980년대 까지는 촬영·분판에 이은 원색분해, 하리꼬미(터잡기), 고바리(페이지 편집), 

소부(인쇄판) 등의 제판 기술은 인쇄기술의 꽃이라 불림 → 기술 전수가 힘들어 제판

공들은 우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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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판 작업은 출력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이후 인화지 또는 필름으로 출력 → 80년대 

이후 디자인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90년대 초반 이후 제판공은 완전히 사라짐

‐ 소부작업은 출력된 필름을 인쇄판으로 옮기는 판화작업이며, CTP(Computer To 

Plate) 보급으로 인하여 사라짐

‐ CTP는 디지털 이미지 자료를 PC로 편집 및 디자인한 후 PC에서 직접 인쇄판에 자

동 출력하는 장비로, 2005년부터 국내에 보급, 현재 주요한 출력 장비로 보편화됨

◦ 인쇄 기술의 흐름(김봉렬, 2014)

‐ 인쇄 종류는 약 35가지이며, 옵셋 인쇄, 마스터 인쇄, 봉투 인쇄, 스티커 인쇄, 명함 

인쇄, 그라비아 인쇄, 스크린 인쇄, 라벨 인쇄 등등 있음

‐ 인쇄실 전경은 [그림 3-2]와 같음

‐ 마스터 인쇄, 명함 인쇄, 스티커 인쇄 등은 자본화된 대형 합판인쇄소로 인하여 영세

업체의 경쟁력이 상실됨

‐ 고정 거래처가 없는 영세업체는 대부분 하청 전문업체로 전락, 점차 생존이 어려움

‐ 고정 거래처가 있는 업체도 디자인과 일부 제본 시설을 갖춰 경쟁력을 높이려고 시도 

하지만, 자본화된 합판인쇄소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단가 경쟁으로 치닫고 있음

‐ 컬러 인쇄시장은 UV 인쇄 및 디지털 인쇄술로 인하여 더욱 경쟁이 심화됨

‐ 기존 옵셋 인쇄기는 먹·청·적·황의 4색 인쇄가 가능하지만 UV 인쇄는 6색, 8색까지 

한 번에 찍을 수 있고, ‘금색’ 등 특별한 색을 인쇄할 수 있으며, 종이의 질도 고급지, 

특수지까지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조시간이 짧고 친환경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생산단가, 경쟁력 등에서 부가가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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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봉렬(2014)
[그림 3-2] 인쇄실 전경

‐ 디지털 인쇄기(인디고) 도입으로 인쇄 이전의 준비 공정이 사라지고 데이터만 있으면 

출력 작업 없이 곧바로 인쇄물 프린트 → 포트폴리오, 소량의 보고서, 브로슈어, 카탈

로그 등 소량 출력물에 적합. 다품종 소량의 컬러 인쇄물 시장을 빠르게 잠식

◦ 후가공 기술동향(김봉렬, 2014)

‐ 후가공은 인쇄의 맨 마지막 공정, 책자의 후가공은 제책

‐ 재단·접지·제본 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책으로 완성

‐ 부분 코팅, 형압, 엠보, 홀로그램의 특수 작업도 존재

‐ 후가공의 수요가 점점 높아져 인쇄의 꽃이라고 함

‐ 제본소 전경은 [그림 3-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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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봉렬(2014)

[그림 3-3] 제본소 전경

2) 컴퓨터/전자부품 산업 기술동향(세운상가 중심으로)

◦ 세운상가6)(청계·대림·세운)의 흥망성쇠

‐ 1967년 7월 김현옥 서울시장이 ‘세상의 기운이 다 모여라’는 뜻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 상가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개관식 모습은 [그림 3-4]와 같음

6) 세운상가는 종로3가부터 퇴계로 3가까지 세운, 청계, 대림, 삼풍, 풍전호텔, 신성, 진양상가를 차례로 포함하는 대규모 상가 단지이며, 행정구역
상 종로구가 포함되지만 몇 개 상가를 포괄하여 편의상 세운상가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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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사진아카이브

[그림 3-4] 세운상가 개관식 (1967년)

‐ 세운상가는 종합 가전제품 상가이자 전자 산업 및 컴퓨터 산업의 메카

‐ 국내 벤처기업 1호 ‘TG삼보컴퓨터’와 ‘한글과컴퓨터’ ‘코맥스’ 등이 이곳에서 창업

‐ 1980-90년대의 오락문화 확산에 이바지 → 아케이드 게임기와 노래방 반주기 등을 

세운상가에서 활발히 제조

‐ 1987년 정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에 세운상가의 전기/전자 상인들은 용산으로 강제로 

이주

‐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 인터넷과 디지털, 모바일 기술 등의 발달로 유통구조

가 크게 변화하면서 세운상가는 쇠퇴

◦ 청계·대림·세운상가의 재도약

‐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개발품 제작, 전문 수리업종, 소규모 제조업체가 굳건히 자리

를 지키고 있음

‐ 전기/전자부품을 비롯하여 금속, 아크릴, 공구, 건축자재, 조명, 음향 등의 재료를 쉽

게 구입 가능

‐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생산업체들이 입지

‐ 서울시는 이러한 세운상가의 잠재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메이커시티 세운: 도심 창의

제조산업의 혁신지’로서 세운상가의 재생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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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운상가의 전경은 [그림 3-5]와 같음

자료: 폴리뉴스(www.ploinews.co.kr)

[그림 3-5] 최근 세운상가 전경

◦ 융합 기술 산물인 시제품 제작 기술 유행

‐ 서울의 전자상가들이 작은 제조업 기지로 점차 변하고 있음

‐ 세운상가가 제조업 기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인근 도심제조업체에서 부품을 구하기 용

이하고 도처에 협력할 수 있는 기술자가 많음

‐ 각양각색의 공구와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오랫동안 같은 물건을 취급한 장인이 많아 

창작자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각광

‐ 도심의 여러 가지 산업 제품과 3D프린터와 레이저 절단기, 밀링머신 등의 기기들을 

연계하여 시제품을 만드는 전문화된 기술이 계속 특화됨

◦ ‘제조 연구실(fabrication laboratory)’ 팹랩(FabLab)7)의 급부상

‐ 닐 거셴 필트 교수가 MIT 미디어랩에서 최초로 고안

‐ 10여 년 전 대학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맡은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How to 

Make Almost Anything)’이 라는 수업에서 아이디어 고안

7) 자료: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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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그림 3-6] 3D 프린터 (팹랩 소유)

‐ MIT는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아껴서 관리하며, 팹랩 활동을 통해 쌓은 지식을 

공유한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팹랩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

‐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과 지자체, 시민 단체 등이 프로젝트에 동참했고 현재는 50여 

개국에서 약 240개의 팹랩을 운영

‐ 팹랩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3~2014년에는 불과 1년 만에 

그 수가 두 배가량 성장

‐ 산업혁명의 영광을 뒤로하고 폐공장만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맨체스터 지역이 3D 프린

터를 비롯한 디지털 제작 도구로 중무장한 팹랩이 들어서면서 활기

◦ 팹랩 서울

‐ 청계천 세운상가 5층: 건축가 김수근의 설계로 1968년 완공한 건물

‐ 타이드 인스티튜트(Tide Institute) 고산 대표가 2013년 4월 팹랩 서울 오픈

‐ 팹랩은 제작실과 설계실로 나뉘며 내부 모습은 [그림 3-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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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팹랩 내부 모습

‐ 메이킹 룸(Making room)의 중앙에 위치한 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전 세계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서로 정보 교류(메이크올, 2015)

‐ 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세계 각국의 FAB LAB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네트

워크를 통해 메이커 스페이스를 공간에 국한시키지 않고, 유동적이고 창조적인 플랫폼

으로 구현

‐ 3D 프린터를 비롯해 레이저 커터, CNC 라우터, CNC 밀링머신, 비닐 커터, 3D 스캐

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각종 전자 부품도 사용 가능

‐ 각종 장비 모습은 [그림 3-8]과 같음

‐ 매주 목요일 오픈 데이: 무료로 장비 사용 가능, 페이스북 팹랩 서울 커뮤니티에 그날 

나온 결과물 사진 업로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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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메이크올 웹진

[그림 3-8] 팹랩의 각종 첨단 장비

◦ 서울시와 ‘N15’가 협력해 일명 ‘디지털 대장간’ 구축

‐ 생활용품과 로봇 등 개인이 자유롭게 창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작은 

제조업’을 활성화하며 개념도는 [그림 3-9]와 같음

‐ 장비 30여 종을 구입하는 비용과 연 2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

‐ 인터넷 예약제이며, 장비 사용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 자유롭게 

장비 사용 가능

◦ 시제품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종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세운 리빙랩’

‐ 낙후된 종로구 세운상가를 ‘제조업 혁신지’로 만들겠다”며 ‘다시 세운 프로젝트’ 시작

‐ 세운상가에는 시에서 나서기 전부터 ‘팹랩서울’과 같은 시제품 제작소가 이미 유행으

로 자리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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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

[그림 3-9] 서울 디지털 대장간

◦ 레트로 문화 산업 동향

‐ 오락실은 1970~1980년대 어린이들의 주된 놀이터, 당시 10~100원 동전을 넣어가며 

즐김

‐ 1980년 오락실 전경은 [그림 3-10]과 같음

‐ 1970년~1990년 오락실 게임기 시장은 거의 사장됨

‐ 2019년 기준 30~40대의 구매력 있는 연령층을 타겟으로 레트로 게임 산업 시장이 

틈새시장으로 커지고 있고, 특히 유년기·청소년기에 즐겼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향수

로 회귀하는 성인들이 많아 한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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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포토

[그림 3-10] 1980년 오락실 모습

‐ 특히, 서울시의 대림·청계·세운상가 일대는 아직 아날로그식 전자/전기 부품을 수급하

고 있으며, 아날로그 세대의 레트로 게임 수요와 연계되어 다시 아날로그 기술이 점차 

주목받고 있음

‐ 최근 1980년~1990년대의 오락실 기기를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 일부에서 유행하고 

있음

‐ 청계·대림·세운상가 단지에서는 레트로 게임기를 제작/보급하고 있음

‐ 레트로 게임기는 최신 기기로 에뮬레이션할 수 있지만, 예전 향수를 그대로 느끼고 싶

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브라운관형 가정용 오락기를 제작하여 공급함

‐ 전국으로 유통하는 오락실 기기 덕에 부품을 만드는 곳과 수리점, 기술자가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아날로그 장인 기술자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이곳은 가정용 아케이드 캐비닛 게임기를 사거나 직접 제작, 수리하는 수

요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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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이티조선

[그림 3-11] 가정용 아케이드 캐비닛 오락기

‐ 가정용 아케이드 캐비닛 오락기는 오락실용 기계와 같은 모양에 레트로 게임 몇백 개

가 들어간 가정용 오락기

‐ 업체마다 브랜드를 내건 상품을 제조, 완제품을 구입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소비자 

스스로 조립하여 사용

‐ 조이스틱 제작사로 국내에서 유명한 ‘삼덕사’가 있고, 전체 케이스만 판매하거나 기판

만 판매하는 곳도 있어 모든 부품 구매를 세운상가 단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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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기기 부품 주요 공급업

‐ 레트로 문화 소비자는 디지털 제품보다는 아날로그 제품(예: 브라운관, 라디오, 오디

오)을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레트로 부품들을 이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음

‐ 청계·대림·세운상가 1층은 주로 가전제품, 조명기구, 전자부품, 음향기기, 영상장비, 

통신기기를 취급하고, 2층은 오락실 기기, 음향기기 등을 취급함

‐ 단, 3층은 세운전자박물관, 라운지, 카페가 있어 관광산업으로 활성화 됨

자료: dongA.com

[그림 3-12] 레트로 게임기 부품

◦ 아날로그 수리 산업 기술동향

‐ 레트로 오락기를 즐기는 40~60대는 LCD 모니터보다 CRT 모니터를 선호함

‐ 세운상가 단지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CRT 모니터 수리가 가능한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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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네이버포스트 커먼그라운드

[그림 3-13] CRT 수리점 ‘아이큐전자’ 내부

◦ 아날로그 기기의 수리/유통의 위기

‐ 현재 수리 장인이 계속해서 아날로그 기기들을 수리하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무형의 

기술이 사라질 위기

‐ 이미 영등포 상가는 게임 기판 수리 장인의 은퇴로 명맥 끊김

‐ 아날로그 기기 수리업은 사양산업이고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후계자 육성이 

쉽지 않음 → 2년 이상의 수리 경험 필요

‐ 아날로그 수리 기술에 대한 지식화 및 보전화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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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류봉제산업 기술동향

◦ 의류봉제산업은 초기 경제발전에 일조를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현

재 발전 양상은 여전히 초기상태(홍경희 외, 2010)

‐ 생산설비의 현대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고 기술수준 또한 낙후되어 있는데, 이는 

봉제기술이 현대화하는 시점에서 해외소싱으로 인한 기술이전과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에 기인

◦ 의류봉제 공정도는 [그림 3-14]와 같음

◦ 국내 의류제조 설비는 ‘일자-배열방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배열방식은 현대 

패션의 화두인 ‘다품종 소량생산’에 부적합

[그림 3-14] 의류봉제 공정도

◦ 일자-배열 방식(straight-line systems)

‐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보조대와 결합된 일렬식 배열

‐ 설비 당 소요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작업장의 시야확보에 용이

‐ 공정별로 고기능자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정확한 공정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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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자 문제와 공정별 근로자 재편성의 경우 새로운 문제 야기

◦ 번들 방식(progressive bundle system)

‐ 스웨터, 셔츠, 바지, 등 스타일에 변화가 크게 없어 품목·기종별로 공정을 전문화

‐ 각 작업자를 하나의 업무에 숙련도를 높이도록 훈련시킴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 작업자의 작업 수준과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서 높은 생산성을 이루게 되는데, 작업공

정에 여러 사람들이 투입되므로 여러 작업자들 중 한명의 작업 속도가 빠르거나 늦어

지면 생산의 불균형을 초래

◦ 입식 방식

‐ 작업자가 서서 작업을 하는 방식

‐ 기존에 한 사람이 수십 장의 옷을 쌓아놓고 앉아서 작업했던 방식을 서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교체하면서, 한 공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공정으로 바로 일을 넘기도록 해 작

업시간 단축

‐ U자 형식으로 공정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보통 2-3개의 공정을 동시에 익힐 수 있게 

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

◦ 페어 방식

‐ 재단사와 미싱사 혹은 미싱사와 보조 미싱사가 2인 1조를 이루어 제품 하나당 일정 

금액을 수령

‐ 관리 단위의 최적화와 실적분석에서 명확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데, 조를 이루기 위해

서는 고기능 인력이 확보되어야함

◦ 행거레일방식 또는 UPS(unit production system)

‐ MOTS(mechanical overhead transport system)를 이용하여 봉제 단계를 이동하는 

방식

‐ 공장 내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QR에 효과적으로 대처

‐ 작업공정의 표준화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생산설비 설치비용이 큼

◦ 블록방식(team-based modular production system)

‐ 앞/뒤판조, 소매조, 조립조, 부속조 등 공정을 그룹화 시켜 관리

‐ 공정의 그룹화로 범위별 전문화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수행성과보다는 팀의 

수행성과가 중요

‐ 작업시간이 번들방식보다 짧아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큼

‐ 단위별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인센티브제 채택

‐ 다양한 공정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

◦ 증강현실로 인한 디지털과 현실의 융합 : 3D apparel CAD system 이용한 가상의상 제작

(박창규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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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디자인, 패턴 설계, 이미지 맵핑, 물성 조절, 가상 봉제,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 

패턴 수정 등 의류제품 개발의 전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구현이 가능함

◦ 사이즈 불만 교체 및 반품 대응 기술 : 자동 CAD, CAM, Easy order CAD 공정 설비 구축

‐ 신속대응 시스템은 빠르게 출시되는 다양한 트렌드 제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공급

할 수 있음

‐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유대를 만들기 위하여 제조공정 및 가격책정 등의 과정을 투명

하게 공개하는 정책 통해 착한 기업의 이미지 강화가 가능함

◦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런웨이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트렌드의 확산 : 모바일패션

쇼와 유통플랫폼의 접목

4) 귀금속·보석 기술동향 

◦ 국내 귀금속·보석산업은 1976년 이리(익산)에 귀금속·보석 가공단지가 조성되면서 근대적

인 공업형태로 발전(김용오, 2010)

◦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귀금속·보석에 대한 특별 소비

세 완화(1987년) 등으로 내수시장이 크게 활성화

◦ 국내 귀금속·보석수요는 '86 아시아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귀금속·보석 대중 보급

화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

◦ 1990년대에는 수입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서울 종로, 부산 범천동, 대구 교동, ‘익산 귀금속단

지’ 등이 주요 클러스터를 형성 하면서 내수시장이 크게 활성화

‐ 서울 종로지역은 제조·생산, 도·소매업들이 유기적으로 협력 하면서 국내 최대규모의 

타운을 형성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내수시장 급감으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시

장은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홈쇼핑 등 신유통업태가 빠르게 성장하는 변모를 

보였음

◦ 국내 귀금속·보석산업은 2000년대 들어 내수시장이 높은 신장세를 나타낸 가운데 국내 업

체들도 판매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전환

◦ 국내 귀금속·보석시장 규모는 2000년 3,310억원에서 2008년 기준으로 7,460억원 으로 연

평균 10.7%의 높은 증가

‐ 국내 업체들의 내수 출하액이 같은 기간에 520억원에서 2,870억원으로 연평균 

24.0%의 매우 높은 증가율 기록

‐ 수입액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10.7%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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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산업은 금, 은, 백금과 그의 합금을 소재로 제작하거나 귀금속 소재에 보석(천연보석, 

인공석, 합성석, 인조석, 모조석, 처리석 등)을 셋팅하는 기술이 수반되는 다양한 분야의 연

구 산물로서 귀금속 산업 기술의 발전은 여러 분야의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이루

어짐

◦ 최근 귀금속 업계에서는 순귀금속(금, 은, 백금족)을 기본 소재로 하거나 그 합금을 활용하여 

장신구를 제작하고 표면에 칼라도금 또는 전해주조 등 아름다움과 색채효과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합금기술이나 도금액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업체 드비어스는 저가 합성 다이아몬드 브랜드 ‘라이트박스’를 출시했는데, 1캐럿 제품

을 800 달러에 판매, 천연 다이아몬드 대비 75%가량 저렴함(박창규 외, 2018)

‐ 드비어스그룹은 라이트박스(Lightbox)라는 이름의 새로운 합성 다이아몬드 주얼리 브

랜드를 출시

‐ 인공 다이아몬드 합성 과정은 [그림 3-15]와 같음

‐ 라이트박스 미국 출시를 위해 4년간 9400만 달러(약 1014 억원) 투자할 계획

‐ 영국과 미국에 12개 생산시설이 추가 가동될 예정. 550만 캐럿의 합성 다이아몬드 제

품 생산할 계획

◦ 합성 다이아몬드의 시장 잠식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 우려 확산

‐ 인도 뭄바이 소재의 IGI 라는 감정소가 감정을 의뢰받은 다이아몬드 가운데에서 600

개 이상의 합성 다이아몬드를 찾아냄

‐ 롤랑 로리에 IGI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반 딜러들은 합성 다이아몬드를 절

대 구별할 수 없고 정확히 검사하려면 감정소의 고성능 기계가 필요하다”며  “명기되

지 않은 수많은 합성 다이아몬드가 시장에 있다는 의미”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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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

[그림 3-15] 인공 다이아몬드 합성 과정

5) 수제화 산업 기술동향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화 산업은 불경기를 맞음

◦ 대기업이 개발과 생산을 외주화하면서 중소브랜드가 퇴출되기 시작

◦ 제화 업체의 성격은 [표 3-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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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완제품 업체 부분품 업체 부자재 업체

종류

· 여성화 공장
· 남성화 공장
· 여성화 및 남성화 공장

· 갑피(제갑) 공장
· 재단 공장
· 창공장

· 가죽 및 천 등 신발의 안감 및 
겉감 판매

· 액세서리 등 장식품의 판매
· 라스트(족형) 업체

특징

· 주로 백화점 혹은 대형 
브랜드의 OEM 형식으로 
납품하는 경우 다수

· 여성화 업체가 주류를 차지
· 계속되는 분업화 체제로 인해 

많은 수가 사라졌으며 이후로도 
감소가 이어질 전망

· 홈 쇼핑, 대형마트가 주 납품처
·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직접재료 

공급
· 업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좁고, 

가정집 한 켠에 마련한 경우도 
다수

· 현재 성수동 지역 수제화 
업체의 대부분을 차지

· 발주 물량에 따른 수주 여부 
선택이 제한적

· 완제품이나 부분품 업체의 
성수기에 2,3개월 앞서 
성수기를 가짐

· 업체 간 정보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극적

· 지적재산권 개념 도입 움직임이 
가장 먼저 시도되고 있는 중

자료: 김민수(2019)

[표 3-1] 제화 공정별 업체 특성

◦ 도시형 산업 집적지

‐ 1980년대, 대형 제화업체를 시작으로 하청, 부품, 부자재업체들이 입지 시작

‐ 1990년대, 집적 및 유연적 공정분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성장 → 적시생산체계(Just 

In Time System) 구축

‐ 현재, 성수동의 주력 품목인 여성화는 적시생산체계(JIT)에 편입하여 내부 완결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

◦ 암묵지(tacit knowledge) 형태의 정보 유통 및 축적

‐ 비공식 관계를 통한 생산 및 판매 정보 → 수제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수동에 착근

하는 것을 강제

◦ 숙련된 인적자원 및 기술력 집적

‐ 수제화 산업이 유연적 생산체계로 구조화 → 인력의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수급필요 → 

이 지역에 숙련기술자들의 인력군을 형성

◦ 협업 혹은 분업구조에 기반한 네트워킹

‐ 제조 공장, 부자재 업체, 판매업체들의 강한 연계 → 분업구조와 이들 분업 주체들 간 

협업의 일상화

◦ 서울시는 영세한 구두공장의 지속성 유지 및 상승, 지역 명소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성수동 구두제화 활성화 방안(2012.10) 이라는 산업지원 정책을 발표함

‐ 구두 디자인 기획·개발부터 제작, 판매,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도시성 제조업의 특성에 

맞는 산업 지원정책과 성수 수제화 산업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 제조 공장 조직 체계는 [표 3-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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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부서 개요 역할 업무 상세

개발부
· 구두 샘플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역할 담당

디자이너 샘플 디자인을 스케치

패턴 실장 시안이 나오면 제작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부

· 재단공정, 제갑공정, 
저부공정으로 나뉨

· 재단공정은 패턴실장이 패턴을 낸 
것을 가죽에 본을 떠서 재단하는 
것을 말하며 재단사가 담당

재단사 패턴 본뜨기 및 재단

제갑 기술자 갑피 제작

저부 기술자
갑피를 라스트라 부르는 구두골에 싸서 구두창
에 결합시켜 구두의 바닥을 완성

영업/
관리부

· 영업은 주로 사장 담당
· 영업의 핵심적인 상품의 질과 

원청, 하청과의 신뢰 관계는 
사장이 경험으로 축적한 암묵적 
지식과 인맥에 따라 결정

사장 영업, 생산, 인력 관리

패턴 실장 제갑공정 및 제갑 기술자 관리

공장장 저부공정 및 저부 기술자 관리

자료: 김민수(2019)

[표 3-2] 제화 제조 공장의 조직 체계

◦ 제작 공정은 [그림 3-16]과 같음

자료: 김민수(2019)

[그림 3-16] 제화 제작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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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e Manufacturing에서는 기술과 소재가 중요함

‐ 가죽 제품 및 신발에 초점, 적절한 세공업자 및 부자재가 중요함

◦ 디자인 및 소비 동향은 아래 [표 3-3]과 같음

주 동향 세부 내용

스포티 스타일의 강세

· 스포티즘 무드의 지속과 함께 평범함을 추구하는 어글리 패션 (못생김 패션 : 부조화, 
어색함에 은근한 세련미 더함)

· 어글리슈즈 & 삭슈즈 히트 : 못생김을 드러내는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 스니커즈’와 
‘스피드 트레이너’

앵글과 실린더형 힐 
유행 지속

· 돋보이는 장식성 , 나만의 화려함

· 너무 지나치지 않은 평이한 샌들에 비즈, 커팅광택, 선명한 컬러 등을 강조함

· 로코코 시대의 화려한 슈즈 형태와 굽을 보여주는 뮬과 샌들, 장식화된 비즈 버클과 
스트랩 슈즈

조형적인 힐
(Architectural Heels)

· 슈즈 힐에 조각, 예술 작품, 기하학적 디자인을 가미하여 역동감 있는 작품을 탄생시킨 
슈즈

자료: 박창규 외(2018)

[표 3-3] 제화의 디자인 및 소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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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 도심산업 육성 사례

1 ∙ 브뤼셀(Brussels)

1) 도시 개요 

◦ 브뤼셀은 유럽의 산업혁명을 선도했으나 현재 유럽 도시 중 제조 수준이 낮은 편임

‐ 벨기에를 구성하는 3개 지역(플라망·왈롱·브뤼셀) 중 하나이며, 2개 언어(프랑스어, 네

덜란드어)를 사용함

‐ 유럽에서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지만, 1인당 소득율이 높은 대도시 중 하나임

◦ 1960년대까지 약 60%의 일자리가 산업 활동과 관련 있었으며, 유럽의 밀집한 철도망 

덕분에 내륙의 플라망(Flemish)과 왈롱(Wallon)으로부터 대규모 노동력을 끌어들여 

금속, 인쇄, 차량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제조업의 본거지가 될 수 있었음

‐ 아르덴(Ardennes)으로부터 안정적인 석탄 공급, 벨기에를 비롯해 그 밖의 지역에 

있는 대규모 시장에의 접근성, 운하의 훌륭한 입지, 파리와 쾰른, 암스테르담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의 지원을 받음

◦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도시는 급격한 경제 변화를 겪으며 제조업 이전이 계속됨

‐ 서비스업의 발전, 국제적 기능과 유럽 기관의 성장으로 브뤼셀은 유럽에서 산업 

일자리가 전체 고용의 3% 미만에 불과한 최소한의 산업 도시가 됨

‐ 주택과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로 산업 및 생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약화됐으며 

다양성이 혼재하는 도심 근로 지역(inner-city workers’ neighbourhoods)은 민간

과 공공 개발자 모두가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짐

‐ 일부 지역에서는 20-40%의 실업률이 일반적이며, 실업률은 정치인들에게 산업

계가 제공했던 기술 수준이 낮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을 찾으라는 압력을 가함

◦ 그럼에도 제조업은 사라지지 않으며 야심찬 지역 순환 경제 계획과 풀뿌리 사회 혁신의 

선도적 발전, 지역 경제 내 사회-경제적 행위자의 통합 강화를 통해서 브뤼셀은 지역 

중심의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여전히 브뤼셀에는 두 개의 큰 조립 공장(Audi와 SABCA)이 있으며 다수의 틈새 

바이오테크 기업과 센서 기반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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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의 역사

◦ 브뤼셀의 '제조 정신(manufacturing spirit)'은 13세기부터 이 지역에서 유명한 플라망 

직물(textile) 생산에서 비롯됨

◦ 특히, 레오폴드 1세(Leopold I)는 영국의 왕 조지 4세(George IV)의 딸과 결혼했는데 

1831년 즉위하면서 재빠르게 영국이 선도한 혁명적인 철도와 산업 기술을 최초로 도입

하였고, 브뤼셀은 유럽 최초로 철도를 건설하게 됨

◦ 18세기 샤를루아 운하(Charleroi Canal)는 석탄을 대규모로 수입 할 수 있게 했으며, 

산업의 기계화는 철도망의 발전과 함께 주조, 엔지니어링 및 금속 가공 회사의 등장을 

이끌어 냄

‐ 또한, 이 도시는 귀중한 소비자와 투자시장을 대표하는 관료와 고급 인력을 유치

하여 현지 제조를 시작함

‐ 제조업 중 차체(vehicle bodywork), 인쇄, 도자기 분야는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화학처리 분야는 섬유와 같은 관련 산업을 위해 개발됨

◦ 19세기에 산업, 특히 금속공학(metallurgy)은 뫼즈 계곡(Meuse Valley)의 신뢰할 수 

있는 저렴한 석탄을 원천으로 성장하였고, 브뤼셀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해 1846년 

21만 명에서 한 세기 만에 거의 백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음

‐ 또한 벨기에는 인구 밀도가 높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여 최초의 시외 통근자를 

만들어 내는 등 촘촘한 대륙 철도망을 구축함

‐ 이는 브뤼셀이 산업 인력이 고도로 집중된 벨기에의 가장 큰 산업 중심으로 변모

하는데 기여했으며, 1890년부터 1970년까지 도시의 명맥을 유지하도록 함

‐ 도시의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한 운하 지역은 주택과 공장의 도시구조를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하는 동안 운하를 따라 석탄과 같은 원자재를 공급하고 기차역과 

연결하여 제조업에 매력도를 높였음

◦ 대규모 공장지대는 북부 외곽의 부다(Buda)과 같은 운하 지역과 남쪽의 안더레흐트 숲

(Anderlecht-Forest)에 위치한 반면, 중소 규모의 가족 기업은 중앙의 양쪽에 입지

‐ 도자기 생산, 운송 및 인쇄(18세기)와 같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 덕분에 운하를 

따라 늘어선 안더레흐트(Anderlecht)와 몰렌벡(Molenbeek)에 많은 공장 설립

‐ 브뤼셀의 남서쪽 센느 밸리(Senne Valley)의 중심축을 따라 제조공장이 성장하는 

동안 중소 규모의 업자들은 주택 단지 내 입주나 개인 정원 교체, 기존 거주용 

건물 개조, 빈 땅 점유 등 매우 조밀한 도시구조 내에 확산되었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우 혼란스럽고 계획되지 않은 공업 단지가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퀴르겡(Cureghem), 생 질(Saint Gilles), 에베르(Evere) 외 19세기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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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에 급속하게 나타난 도시 지역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음

◦ 20세기 초(1900∼1960) 브뤼셀의 제조업은 절정에 다다랐는데, 특히 숙련된 노동자와 

거주하는 도시 안에 고객이 편리하게 모여 있었고, 기계, 특히 차량과 엔진 생산과 소비 

지향적인 비즈니스 덕분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다양하게 발전함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브뤼셀의 경제 구조는 다른 유럽 도시와 비교할 때 여전히 

양호했으며, 수도 브뤼셀은 경제 성장과 공공사업 계획, 대량 소비에 힘입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확장되었음

‐ 브뤼셀 제조업에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회사의 평균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

‐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주력 제조업 분야에는 건설 기계(construction of 

machines), 의류, 농식품(agrofood), 금속공학(metallurgy), 화학, 인쇄(제본) 등

이 있었으며, 1960년에는 약 166,000명을 직접 고용하였음

◦ 전후 경제 발전으로 자국민은 3차 산업으로 옮겨가고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수요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모로코, 터키, 전 아프리카 식민지 등에서 이민자가 유입됨

◦ 서비스 산업의 등장 

‐ 1960년대 유럽 기관의 설립과 이에 따른 대규모 로비 및 서비스 생태계 형성

‐ 1980년대 연방화로 정부기관을 설치하면서 공업지구와 노동자의 거주지가 점차 사라

지고 1989년 플랑드르 지역에 160 km2 크기에 120여만 명이 거주하는 브뤼셀 수도 

지역(RBC) 탄생

◦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유럽 도시 중 하나인 브뤼셀은 유럽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

를 담당했었으나 이제는 전체 경제 비율 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곳 중 하나 

(지역 경제의 약 6%를 차지하며 그 중 3%가 제조업)

◦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낳은 문제점

‐ 1960년대에 유입된 이민자 인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그 수가 늘어났으나 

21세기 서비스 중심 노동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업률 17%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청소년 실업률 24%)

‐ 브뤼셀 도심지가 벨기에 최고 빈민층 거주 지역 중 하나이며 주로 이민자 가정으로 

구성

‐ 도심지 지역 경제(예: 중고차 판매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 공급 계획

◦ 거주지와 공존 가능한 생산 기능(제조에서 물류에 이르기까지)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 정치 분야에서 제조업체의 발언권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토지 사용에 있어 제조업체의 요구

사항보다는 주거용, 광장, 또는 상업 공간용이 주로 우선순위를 차지함

◦ 2018년 발표한 '산업 계획'은 새로운 형태의 도심제조업을 제시하기보다 제조업의 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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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며 브렉시트(Brexit) 및 유럽 기관의 성장과 같은 외부 요인이 제조업

이 입주할 수 있을 만한 저렴한 부지를 주택 및 사무실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음

◦ 브뤼셀에 집중된 연구와 학생 인구, 벨기에 최대의 스타트업 본거지로서의 장점을 잘 활용해 

제조업(시제품이나 생산)과 관련 기술이 현대적인 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함

3) 제조업 특성과 동향

◦ 브뤼셀의 제조업은 규모는 작지만 식품 생산부터 전기차까지 다양한 분야 존재 

◦ 전통 제조업(자동차, 농식품, 양조업, 초콜렛)을 비롯해 순환모델, 접이식 자전거, 의료 기기, 

대기 질 측정기 등 도심지가 직면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신생 산업까지 다양함

◦ 지역 사업체는 자신의 권익을 위해 서로 연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소음, 먼지, 배달 

및 기타 불편 요소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하려는 공공 기관의 토지용도 변경이나 민

원 접수에 매우 취약함

◦ 많은 기업들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현재 위치한 지역에서의 갈등으로 브뤼셀 내 

이전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위치보다 더 나은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음

‐ 기업 이전의 해결 과제는 접근성(교통 혼잡 및 제한된 주차 공간) 및 공간의 가용성

(대부분의 건물 소유주가 훨씬 수익성이 높은 주거용으로 구역 변경 또는 용도 전환을 

원함)

(1) 기계생산

◦ 자동차 산업의 3대 대기업이 중급 숙련공부터 저숙련 공장근로자를 고용하며 주유 및 정비

업을 담당하는 수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저숙련 노동자 고용

◦ Audi Forest 공장 –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아우디를 대표하는 전기차 생산

◦ SABCA – 방위 산업 및 항공우주 산업의 첨단 부품 생산. 구상부터 생산에 이르는 과정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와 생산 간의 피드백이 재빨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에 디자인과 실제 제작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음

◦ STIB/MIVB – 브뤼셀 지역의 대중교통회사로, 2016년 기준 8,200여 명을 고용한 도시 최

대 고용주. 트램부터 지하철, 버스까지 광범위하게 유지보수 및 개선을 담당함

◦ 브뤼셀의 대규모 도심지 산업의 미래는 지역의 최대 공장과의 관계, 고객 지원(설계, 제작, 

수리 단계에서의 지원), 물류(주문 관리 및 재고), 조달(부품 및 서비스 계약 협상) 등과 연관

되어 있으며 확장, 인력 조달, 교육, 제품 및 근로자의 이동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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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업

◦ 식품산업은 도심제조업에서 가장 기초적임에도 간과되어 온 분야 중 하나

◦ 대다수의 제조업체가 제품의 생산자이면서 소매업자이기도 한 바, 식품산업은 생산뿐 아니

라 판매 및 유통망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대량 생산 제품부터 수제품까지 다양하며 제과제빵 및 유제품과 같은 필수품에서부터 수제 

맥주 및 고급 디저트까지 포함

◦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 분야의 95.1%를 차지하며 76.4%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이러한 경향은 제빵 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대량 생산과 영세 생산 간의 경계가 

모호함

‐ 식품분야 일자리의 64%는 수작업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숙련된 노동자가 요구됨

◦ 벨기에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일하게 성장한 분야 중 하나로, 최근 10년 동안 많은 신생

기업 탄생

‐ 초콜릿 산업과 공예 산업의 이직률 증가

‐ 경제 확장에 대한 지역(local)의 지원, 기술 및 직업학교에 대한 투자와 같은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발전의 좋은 신호로 작용

‐ 이러한 움직임에도 브뤼셀의 초콜릿과 제과 분야는 현지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 

부족, 이동성, 생산 및 유통 문제, 확장 대 이전 문제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

◦ 포장, 식품 보존, 운송에 혁신이 필요함

(3) 생명공학/제약/화학산업

◦ 생명공학과 화학 산업은 매우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하지만 도심지와의 절차와 관계가 유사

◦ 이들 분야는 대개 기업과 연구소,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삼중 나선 혁신(triple-helix 

innovation)'의 대표적인 사례

‐ 공공과 민간 금융(예: Innoviris, Solvay 등)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으로 대학과 연구

기관이 기초·응용 연구를 수행하면 그 결과를 기업이 사업화(상용화)

◦ 생명공학 및 화학 회사 모두 항만과 같은 재료 공급처에 가깝거나 주택가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제조하므로 연구 및 공공기관이 위치한 도심에 소재하기도 함

‐ 상당한 양의 해외 자본이 유입되는 분야이며, 제조 부문은 다른 곳에 있더라도 본사는 

도시에 두기도 함

◦ 제조 과정은 기계 기술자부터 고급 자격을 갖춘 화학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유사한 범위의 

기술을 포함

‐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여성 비율이 높고, 많은 자격을 갖춘 노동자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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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공장과는 달리 최종 산출물은 가시적인 제품이 아닌 추상적인 재료로 남기도 함

◦ 생명공학과 화학 분야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음

‐ 두 분야 모두 수많은 스핀오프(spin-off)가 있는데, 비료 생산과는 관련 없지만 의료

를 위해 개발한 최첨단 도구는 바이오 기술에 확고히 초점을 맞춤

‐ 기업 구성도 다른데, 제약은 79%가 대기업(100명 이상)인 반면 화학 분야는 중소기업

(37%는 50명 미만)

‐ 마지막으로 지역 내 병원이 많은데 MEC(Medica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등 의료연구와 연계되어 있는 R+D 관련 소재·기술을 제공하는 지역 제조업체의 생태

계가 조성되어 있음

(4) 인쇄

◦ 이 지역이 회화와 직조 분야에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인지, 행정 중심지로서의 위치 때문

인지, 19세기 위조 책을 허용했던 저작권 규정의 느슨함 때문인지, 브뤼셀은 오랫동안 인쇄

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중심지였음

◦ 인쇄 산업은 평균 회사 규모가 15명이며, 3500여 명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틈새시장

◦ 대부분의 서비스는 B2B로 이루어지며, 훨씬 더 효과적인 인쇄 기술을 사용하면 더 적은 수

의 공급업체에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저렴한 배달 비용은 인쇄업이 공급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업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함

‐ 그 결과, 인쇄업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짐

◦ 신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도심제조업으로서 

진부하게 보일 수 있음

‐ 여기에는 3D 프린터, CNC 기계, 레이저 절삭기 등이 포함됨

◦ 팹랩(fablab)이 관련 기술을 실험하고 있지만, 일단 더 큰 고객층이 형성되면 인쇄업은 개인

과 기업에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런 의미에서 인쇄술은 완전히 새로운 혁신의 물결의 선두에 있을 수 있으며 역사의 뒤안길

로 사라지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함

‐ 의문인 것은 기존 프린터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물결의 

기업가들이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여부임

(5) 수리(repair)

◦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제조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지원 서비스로 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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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도심제조업과 연관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원 서비스'임

‐ 순환 경제를 추구하는 오늘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부품을 고정하면서 기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함

‐ 예를 들면, 대중교통 사업자 STIB/MIVB는 전체 차량을 교체하지 않고 버스와 트램의 

부품들을 끊임없이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함

◦ 수리 분야에서 개발해야 할 직업과 기술은 제조업과 완전히 상호보완적이며, 수리에 필요한 

환경은 작업장이나 창고와 같이 제조에 필요한 환경과 거의 동일

◦ 브뤼셀은 1970년대 중반부터 주로 서아프리카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중고차 딜러와 자동차 

수리 창고 등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수출입 중심의 기업

집단으로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수리, 유지, 도장, 용접, 전자제품, 자재 공급, 그리고 

수많은 지원 기업, 카페, 모스크, 교회 등 생태계와 유사하게 진화

‐ 안데를레흐트(Anderlecht) 헤이바르트(Heyvaert) 지역은 150여 개 이상의 가족 소유 

차고와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리점이 클러스터를 형성함

‐ 헤이바르트 인근은 저숙련 이민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일자리로 유명

‐ 앤트워프 항구에서 매출 수출하는 자동차가 최고 500대에 달함

◦ 고용환경연대(2010년)와 지역순환경제계획(2016년) 이후 지역 차원에서 서비스와 연계한 

보수·신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음

‐ 사무기기 회생과 순환경제 서술에 맞는 사회적 기업 CF2D 등 새로운 사업이 등장

‐ 사업자들의 반응은 주저함과 기회로 나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다른 형태의 수리가 

자동차 판매점 클러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임

(6) 물류

◦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제조업이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임

◦ 많은 기업이 접근성과 상품 운송이 난제라고 불평함

◦ 브뤼셀은 유럽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 하나이며 중앙 지역 물류에서 밴이 널리 사용됨

‐ 일반적으로 물류 및 화물 운송 회사는 토지가 저렴하고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더 쉬운 

도시 주변 지역에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음

‐ 연구원들과 기관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이 지역의 물류 성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브뤼셀에서만 약 30,000명의 추가 고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물류는 저숙련 일자리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 중 하나로 지방 정부는 전략 2025와 

상품 운송 전략 계획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고 있음

◦ 또한 브뤼셀 항구 등은 운하를 통한 상품 운송처럼 지속 가능한 운송 수단을 장려하고 혁신

적인 운송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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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 입지

◦ 현재 브뤼셀 제조업의 입지는 정확한 인프라, 사회 공간 및 경제/사업 논리를 따르는 생산적 

공간의 역사적 분포의 결과물

‐ 최근 세계 경제 동향, 지역 경쟁력, 지역 정책 및 보조금은 많은 활동의 출현과 쇠퇴,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침

◦ 운하는 브뤼셀을 앤트워프의 경제 중심지와 북해를 잇는 주요 경로로 도시를 반으로 가르는 

브뤼셀의 생산적인 공간을 구조화함

‐ 이것은 도시의 도시, 생산적, 산업적 발전에 극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 결과는 3가지 

유형의 입지로 나타남

(1) 다른 토지에 인접한 제조단지

◦ 운하 지역이 산업 활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브뤼셀 중공업의 상당 

부분이 '수평 혼합'이 심한 지역에 위치

‐ 예를 들어, 산업단지가 주택으로 둘러싸인 운동장 옆에 들어섬

◦ 이 도시 최대 사업장 중 하나인 남쪽의 아우디(Audi)와 북쪽의 SABCA는 제조단지의 도로가 

주거 지역을 분리하는 공업 지역에 위치하는데, 숲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지역은 위험하지도 않고 재개발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임

(2) 고도로 혼합된 구역

◦ 특히 가장 흥미롭고 유기적으로 성장한 제조업은 중세 도시 성벽 바깥의 19세기 동네에서 

발견되는데, 이 동네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장과 주택이 함께 섬세한 생태계를 구축함

‐ 헤이바어트(Heyvaert), 몰렌벡(Molenbeek), 마수이(Masui) 등 인근 지역은 도심에서 

몇 분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주택, 학교, 차고, 작은 공장, 놀이터, 시장, 20세기 초 

예술 누보 건축의 놀라운 사례를 보여줌

‐ 이들 지역은 가난한 이주민들의 도착 지역이며, 그들에게 낮은 장벽의 일(흔히 언어 

능력이 거의 필요 없는 비공식적)을 제공함

◦ 기술지식과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면서 생산 공장이 들어섰지만, 현재 이곳은 매력적인 산업 

공간을 주거 기회로 전환하려는 개발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

‐ 부분적으로는 '미화 프로그램(beautification programmes)'을 지원하는 공공 기관에 

의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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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단지

◦ 항만(20세기 초)으로 운하 지역이 넓어지면서 3개의 주요 부두(Gobert, Béco, Vergote)와 

대규모 산업단지(예: Tour & Taxis)j, 창고가 생겨났고, 확장 지역의 북부와 남부는 새로운 

산업(화학, 석유화학, 건설, 가스)이 들어선 더 큰 산업지역으로 개발됨

◦ 1960년대부터 운하지역을 따라 진행된 탈산업화 과정으로 물류가 점차 산업을 대체함

◦ 특히 북부(Buda)와 남부(Paepsem) 지역에 남아 있는 다수의 대형 제조업체와 무관하게. 이 

구역은 현재 도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작업 중 일부를 수행

‐ 모래와 건축자재 반입, 폐수 처리, 강철과 같은 건축자재 재활용함

‐ 가장 큰 문제는 소음과 먼지 문제에 대처하는 것임

‐ 도시에서 가장 큰 최신 주택 단지 중 하나와 인접한 부두 가장자리에 있는 

Interbeton(하이델베르그) 시멘트 공장은 소음과 먼지를 통제하도록 공장 설계를 수정

해야만 했음

5) 거버넌스와 의사 결정

(1) 이해관계자

◦ BDU(Brussels Urban Development)는 "인구의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를 

충족"하면서 지역 영토 개발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획(개발 및 구역화 계획), 도시 

개발(지역 및 공동 건축 허가), 주택(개발 및 개선 보조금), 도시 재개발(도시 및 경관 재활성

화 프로그램), 유산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체적인 활동 담당

‐ BDU 도시계획국장(Directorate of Urbanism)은 토지분양허가, 환경영향보고서 등 

지역계획규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

‐ 지역의 영토 개발은 전략적 계획(Plan Régional de Développement)과 규제 계획

(Plan Régional d' Affectation du Sol, Private Designated Land Use Plans), 

그 시행을 감시하는 DEP(Direction Etudes et Planification)에 의해 조정

◦ Perspective는 영토 전문성과 개발을 위한 그 지역의 중심으로, BMA(Brussels Region 

Architect)는 Perspective와 연계하여 민간과 공공의 도시 설계와 건축 프로젝트 품질 향상

을 돕고, 다용도 프로젝트의 공동 설계를 지원함

◦ Bruxelles Environment는 환경 보호 기관으로, 토질, 오염, 그리고 지역의 순환 경제 계획

(the region’s Circular Economy Plan: PREC)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함

◦ Actiris는 지역의 노동력과 훈련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지역의 고용 기관

◦ Hub. brussels은 비즈니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신설한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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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viris는 기술과 인공지능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 지역의 연구혁신기관

◦ Port of Brussels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공공기관이며, 105헥타르에 이르는 항구 부지를 

관리함

◦ Brussels Mobilité는 물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이동을 감독

◦ SAU(Societé d'Aménagement Urbain)는 대규모 개발 지역을 담당하며, 특히 혼합 지대

와 운하를 따라 형성된 산업지구를 중점 관리함

◦ Citydev는 복합용도사업 개발을 선도하는 주택, 공용, 산업용 건축물의 지역 개발업체임

◦ Bruxelles Economie et Emploi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통해 제조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EU 시장과의 연결고리 제공

(2) 정책과 계획

◦ 영토적 관점에서 지역 토지 이용 계획인 PRAS는 기능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지침을 정함

‐ 계획은 전략(예: PRDD)에서 운영(예: 지역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PRDD(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의 틀 안에서 브뤼셀-수도권은 다양한 

개발 초점과 관련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립을 전망함

‐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브뤼셀 주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착수

‐ 당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로는 '사회적·영토적 불평등 해소, 주거·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적 응집력 강화, 이동성 개선, 지역의 국제자산 부각' 등이 있음

◦ 2016년에는 3개 부처가 주도하고 13개 지역 기관(Bruxelles Environment, Perspective, 

Citydev 포함)이 집행한 세계 선도적 지역 순환경제계획(PREC) 개발

‐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심제조업이 분명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최근 산업의 궤적을 정의하기 위한 지역 산업 계획을 착수하였고 2018년 9월에 출시

할 예정인데, 이 계획은 도심 산업의 전략적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임

◦ 도심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도시 개발 계획이 있음

‐ Plan d'Aménage Directur(PAD)는 기존 PAD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지역

에서 규제와 운영의 기본계획(masterplan)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도구로, 기존의 

PAD는 제조업이 매우 혼재된 지역(예: Heyvaert, Masui)에서 개발되고 있음

‐ CRU(Contrats de Renovation Urbain)는 공원, 학교 또는 인근 센터와 같은 개발

을 위한 전략적 개입을 포함함

‐ '이웃사촌 계약'(Contrats de Quartier)은 빈곤한 도심 지역의 사회와 환경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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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해 이웃을 위한 자금 제공

‐ 실제로 이러한 계획들은 새로운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제조업체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토지를 전용하고 땅값을 올려 제조업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 부처와 계획의 일관성 미흡하고 관련 업무의 단편화 현상으로 제조업체들이 분야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 의지해야 하는 곳이 분명하지 않음

‐ Perspective와 Hub.brussels(이전 Impulse) 간에 경제적 비전 차이 관찰 가능

‐ 주택과 산업용지에 대한 공공 자금 투자 측면에서 Perspective, BMA와 CityDev간에 

차이를 볼 수 있음

(3) 도심제조업 관련 정책과 계획

◦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주요 과제는 브뤼셀보다 더 효과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수용 할 수 

있는 근교 지역을 넘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인접 도시와의 경쟁임 

◦ 다른 유럽 도시와 마찬가지로 브뤼셀도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입법과 공간계획으로 성행함

‐ PRAS(Regional Land Use Plan)는 개발자와 공공부문이 힘을 분배하는 대신 개발자

에게 실질적인 힘을 많이 주는데, 제조업의 정의가 미흡해 행정기능, 사무실, 제조업 

활동에 대한 구역 설정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음

‐ 반대로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은 사무실이나 주택가에 둘러싸인 도시 토지에서 나타날 

수 있음

◦ 일부 지역 개발 프로그램은 제조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

‐ ZEMU(복합단지)는 다용도로 산업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한 지구(zone)로 

민간 개발자들이 산업 공간을 주거지에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성 

때문에 실제 용도에 관한 세부 사항이 대부분 민간의 손에 맡겨져 산업이나 제조업과 

결합한 주택 프로젝트 개발 사례가 거의 없음

‐ ‘이웃사촌 계약(Contrats de Quartier)’은 '재생'에서 소외된 가난한 도심 지역에 수

백만 유로를 투자하는데, 이는 토지 가치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제조업 세입자 압박

을 초래할 수 있음

‐ 심지어 도시의 기본계획(masterplan, PAD)을 개발하는 설계자조차 이웃을 지탱하는 

연계(network)를 무시하고 매력적인 공용 공간과 주택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것에 

저항하는데 고군분투함

◦ 게다가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PRDD)은 3차 산업(사무실, 의회 센터, 본사 등)에 주로 집중

하려는 도시의 경향을 확인시켜 줌

‐ 계획의 일부분만이 지역 경제와 도시 생산 지원(ZEMU, ZEUS 등)에 헌신함

‐ 계획 내 새로운 훈련 센터들은 디지털, 미디어, 통신, 물류, 식음료 공급에만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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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개발구역(ZEMU): 골치 아픈 전략

◦ 공업지역은 1960년대 이후 계속 해체되어 공업용지가 지역 면적의 3.8%(약 500헥타르)에 

불과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의 토지 이용 계획은 강제적인 차질과 편의 시설, 주차 등을 

통해 공간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함

‐ ZEMU는 주택과 공동체 기능, 심지어 열린 공간과 같은 기능을 위해 수직적 공간을 

활용하고 가용 토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지역에서 고안한 진취적인 솔루션임

‐ ZEMU 규정은 브뤼셀의 6개 ZEMU에 최대 건물 면적과 필지 크기를 제한하고, 상점, 

공공 서비스, 주택 등 허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증가시킴

◦ 수직적 혼합은 매우 합리적인 아이디어지만, 산업 공간의 미래에 여러 문제를 야기함 

‐ 계획 규정은 토지 빈곤 지역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브뤼셀은 

실제 복합개발구역의 개발과 사용에 따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부재(선례

나 유럽 다른 도시의 모범 사례 등을 찾을 수 없음)

‐ ZEMU 지구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지에 단기적인 관심을 갖는 개발자이 건설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에 전문화(최단기 건설과 매각에만 관심)되어 

있고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이 없어서 산업단지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없음

‐ 주택가 근처는 소음과 먼지로 대형 트럭은 작업 유형이나 근로 시간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저렴한 산업용지보다 상업용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땅 값이 제조

업자들에게는 비쌀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부지를 임대 대신 판매만 하여 지역 제조업체, 특히 실패의 위험을 회피

하고 고정자본을 줄이고자 임대를 선호하는 소규모 업체 또는 벤처기업의 구매능력을 

벗어날 수 있음

◦ BMA에 따르면 ZEMU 지구의 토지 가격을 상쇄하려면, 기업과 가용 공간을 연결하기 위한 

더욱 일관성 있는 개발 프로세스와 지원이 필요함

‐ 이 지역에서 허용하는 주거 목적의 부동산 개발 압력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여러 기관과 단체의 비판을 받음

‐ 이들은 ZEMU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인용하면서 임대료 통제수단 등 조정된 

정책기조가 미흡한 것에 대해 자주 의문을 제기함

‐ 부동산 개발업자조차 대형 주거지 개발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보다 덜 가치 

있는 공장을 통합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불만 토로

‐ VUB의 Sarah De Broeck와 같은 기업은 이러한 부지는 결국 제조활동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며, 주거 중심 지역으로의 전환만 늦출 뿐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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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project) 현황

(1) 그린비즈(greenbizz)

◦ 지속 가능성과 사회, 순환 경제에 중점을 둔 기업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Citydev가 개발하고,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s)가 자금을 지원하여 2016년에 출범한 

비즈니스 센터

◦ 주요 목표는 지역 순환 경제 계획(PREC)과 Impulse의 Greentech 비즈니스 스타트업 지원

과 같은 다양한 지역 이니셔티브와 연결되는 혁신적이고 "녹색" 경제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 

경제 생태계 형성

‐ 비슷한 관심사와 연결된 활동을 가진 브뤼셀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같은 지붕 아래

에서 협력할 수 있음

‐ 이 프로젝트는 Citydev와 Bruxelles Environnement, Impulse(현재 Hub.brussels), 

Innoviris, CSTC(Scientific and Technical Center for Construction)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활동가를 집결시킴 

◦ 저에너지 건물은 약 1만6000㎡의 작업장과 사무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생태설계, 건설, 식품

가공, 스마트기술, ICT 서비스 등 30여개 업체 외에도 2018년 초 문을 연 지역 최초의 공공 

팹랩(Cityfab 1)이 입주해 있음

‐ 모듈식 작업장은 수요가 가장 많은 150~500㎡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사무실은 개인 

사무실과 변형 가능한 책상(flex-desk)을 모두 포함함

‐ 또한, 다양한 회의실, 행사 공간 및 공용 공간이 있는데, 이는 제조업과 지식산업이 

모두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전부 유치하기 위한 것

‐ 공간이 모듈화되고 유연하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고 적응하거나 옆집 기업과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적절한 사업체를 찾아 가용 공간을 채우는 과정에서 타협을 피할 수 없지만, 단순히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적절한 사업체가 그 공간을 점유할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음

◦ 젊은 창업가에게 훌륭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반면, ERDF 금융은 도시 전역에서 쉽게 복제될 

수 없는 독특한 공간을 제공

‐ 이처럼 높은 보조금을 받는 공간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단기 육성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성장한 기업이 그린비즈에서 졸업하여 ZEMU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장기 공간

(임대 또는 매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전략은 아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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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에스테브룩(Biestebroeck)

◦ 운하의 남쪽 끝에 위치한 30헥타르에 달하는 ZEMU 부지로 재개발이 한창임

‐ 개발 면적 약 46만㎡에 ZEMU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표준 산업 기능 외에 주택, 

기업, 2개의 학교, 공공 수변 공간, 커뮤니티 시설, 수로 기반 화물의 지역 물류 지점, 

개인 정박지가 혼합되어 있음

◦ 비교적 중심적이지만 브뤼셀의 알려지지 않은 구석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과 인접하지만 철로, 분주한 간선도로, 운하 사이에 끼어 있음

‐ 가장 큰 복합용도 도시개발 사업 중 하나

◦ 이 지역은 운하를 따라 고도화된 복합개발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계획 접근방식을 가짐

‐ 운하 구역에서 개발된 프로젝트는 운하 팀을 통해 시작되며, 다수의 주요 지역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및 브뤼셀 지역 건축가(BMA)를 대표

‐ 프로젝트 개발자는 프로젝트 구상 과정 중에 4-5개의 '설계별 연구' 미팅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운하팀이 개발 동의서를 제출할 때 사업 내용에 충격을 받지 않으면서 

내용이나 도시설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요를 유지하도록 함

‐ 한 가지 약점은 제조업을 위한 공간 조성, 송유관 내 가용 공간 재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관심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시행자가 없다는 것

(3) BUDA

◦ 북쪽의 옛 르노 빌보르드 공장지대로, 다양한 생산 활동, 폐기물 관리, 물 처리, 물류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잘 확립된 공업 지역임

‐ 이 지역은 브뤼셀과 공항 근처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도로, 철도, 수로를 통해 접근

할 수 있으며 지역 및 국가 규모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 수행

‐ 그럼에도 이 지역은 횡단적인 공간 정책에 투자를 소홀히 한 두 지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

◦ 최근 야심찬 개발업자가 브뤼셀 경계 바로 바깥의 부지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Uplace) 중 하나를 제안하도록 허용

◦ ‘생산적인 도시’를 주제로 한 2016년 국제건축비엔날레 이후 수많은 공적 자금과 대학 기반 

연구 프로젝트가 그 부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그 지역의 다양한 이니셔

티브를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비전이 개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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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런던(London)

1) 도시 개요

◦ 런던은 중앙정부가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성공적인 글로벌 도시이자 영국 경제의 핵심

‐ 2014년, 영국 전체 GVA 생산량의 1/5이상을 차지. 비슷한 기준으로 볼 때, 런던의 

경제 규모는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 큼

‐ 런던광역시 당국(Greater London Authority)8) 관할 지역: 1,579㎢

◦ 런던의 인구는 약 9백만명으로 영국 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으며, 향후 10년 동안 영국 

전역에서 더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약 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

‐ 영국 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와 지역 사회를 가짐

‐ 런던 주민들의 3차 교육수준은 유럽 내 상위권

◦ 그러나 오늘날 런던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적응하고 사람과 산업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으며. 또한 시민들 간 상당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함

‐ 경제적 성공에도 상위 10%에 속하는 런던 시민이 하위 10% 보다 295배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 주민의 27%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음(주택비용 차감 후)

‐ 런던은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에서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함

◦ 영국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런던은 20세기 후반 제조업의 쇠퇴(탈산업화)를 겪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번창했으며 세계 최고의 금융 서비스 센터로 자리매김함

‐ 그러나 런던의 제조업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기술이 또 다른 장(場)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런던은 영국의 다른 도시들과 함께 2019년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브렉시트(Brexit)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런던 내 제조업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임

8) 런던광역시 당국(Greater London Authority)은 잉글랜드의 런던광역시에서 최상위 지방 자치 단체를 가리키며,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런던 
시장과 그 권력을 감시하는 25명의 런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함. 1998년에 실시한 주민 투표의 결과로 2000년에 설치함



04 해외 도심산업 육성 사례 79

2) 제조업의 역사

◦ 제조업의 중심

‐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은 19세기 전반에는 영국제품이 세계무역을 

지배하도록 함

‐ 런던은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영국 제조업의 선도적인 중심지로 1861년, 

영국 제조업 근로자의 약 1/6이 런던에서 고용된 상태였음

‐ 영국 대도시는 맨체스터의 ‘섬유 산업(textile production)’처럼 대개 특정한 산업이 

대표적으로 알려졌지만 런던은 의류, 가구, 보석 등 다양한 제조업의 본거지였으며, 

이러한 산업들은 생산 단계의 끝 부분에 위치하는데, 거대 시장이나 숙련된 인력과의 

근접성에 의해 해당 사업 영역의 위치가 결정되었음

‐ 1700년대 후반 영국 교역의 절반 이상이 런던 항구를 통해 이루어짐

‐ 제조업은 런던의 지리와 그 지역에 영향을 끼쳤는데, 선박용 케이블을 공급하던 '제조 

공장(rope walk)' 지역의 Cable Street과 같은 거리 이름에서도 여전히 그 유산을 

확인할 수 있음

◦ 전후 정책과 탈산업화

‐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근로자에게 일을 주자(take the work to the workers)’는 

정책 아래, 런던과 같은 주요 도시는 산업 성장을 제한하고 다른 지역의 성장은 장려

하면서 높은 지방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그 기간 동안 런던의 제조업은 국가 성장률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전체 고용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성장을 보임

‐ 탈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제조업은 낮은 생산비를 찾아 해외로 이동하기 시작

‐ 1960~70년대 제조업은 경제적으로 여전히 중요했지만(1970년 제조업은 영국 전체 

생산량의 27%를 차지), 생산량과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런던 내 제조 활동 감소에 영향을 줌

‐ 1971~1996년, 런던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약 60만개 감소했으며 전쟁으로 인구도 

함께 감소함

‐ 1980년대까지 도심 쇠퇴에 대한 우려로 고용 기회를 유지하고자 도시의 제조기지에 

남아 있는 것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런던광역시 의회(Greater London 

Council, 이하 GLC) 설립

‐ GLC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섭주의 스타일의 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핵심 분야를 

식별하고 각 부문에 대한 조치를 개발했지만, 1986년 GLC가 폐지되면서 전략 실행에 

제한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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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 1990년대 런던과 그 주변부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에 집중했는데, 이로 인해 

주택 개발에 유리한 빈 용지가 방출되는 등 산업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

지자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은 도심 중심에서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임

‐ 같은 기간, 전문 서비스를 포함한 지식 부문의 고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러한 

'고숙련, 고생산성 고용'으로의 전환은 런던이 산업화 이후에도 번영할 수 있도록 함

◦ 오늘날 런던의 제조업

‐ 오늘날 런던에서 제조업 부문은 전체 고용의 2.2%,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이하 GVA)와 비슷한 점유율을 차지함

‐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보이지만 그레이터맨체스터주(Greater Manchester, 10만 8천

명), 웨스트요크셔주(West Yorkshire, 9만 9천명)와 같은 영국의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에 종사함

‐ 런던 제조업의 총 GVA는 웨일즈 전역의 제조업 GVA와 유사한데 생산성의 척도로 

시간당 생산량을 살펴보면 런던은 영국 평균과 일치하며, 도시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금융위기 이후 정체기가 왔음

‐ 런던 최대의 산업 현장인 Park Royal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이전 또는 폐업하며 중소

기업으로 대체되는 추세

‐ 이 같은 경향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부문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단편적인 

제조업 하락이 아닌 복합적인 이유에서 기인함

‐ 그러나 런던의 제조업이 앞으로 더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하거나 단순히 도시 경제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

3) 제조업 특성과 동향

◦ 런던은 제빵에서 자전거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조 활동의 본거지로서 도시 전역에서 

생산 활동이 발생하며 고용 창출과 도시 내 다른 활동도 지원함

◦ 메이드 인 런던 (Made in London)

‐ 예전부터 런던은 다양한 제조업이 자리 잡고 있는데, 대부분은 생산망(production 

chain)의 끝 부분에 위치하며 런던의 주민과 기업에 적시생산(무재고, Just-in-time)

으로 제품과 서비스 제공

‐ 식품 제조업의 규모가 가장 큰데, 런던 내 제조업 종사자의 20%를 넘는 24,000명을 

고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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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고용은 금속 가공 제품, 인쇄, 기록물 재생산, 의복 제조 등의 분야에 집중

되어 있으며, 이들 네 개 산업은 런던 내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 기계 수리 및 설치 분야 또한 12,5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주요 분야로, 주로 제빵

이나 용접과 같은 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타 분야의 상업용 장비를 유지 

보수함

‐ 운송 장비는 런던의 제조업 생산성에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1억 파운드 이상

을 기여하는데, 다겐햄(Dagenham)에 있는 포드(Ford)사 엔진 공장은 런던에서 가장 

큰 단일 제조 현장으로 1,8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 중

‐ 현대 제조업 성공 사례인 브롬톤 자전거(Brompton Bicycles Ltd.)는 1년에 45,000

대 이상의 접이식 통근용 자전거를 생산하는데, 최근 런던을 떠나 엘링의 그린포드

(Greenford, Ealing)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여 현재 3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 중

‐ 주목할 만한 다른 산업 분야로는 고무제품과 플라스틱제품, 가구, 컴퓨터, 전자제품과 

광학제품 제조업 등이 있음

‐ 수세기 동안 런던에서 발전해온 제조업은 환경적 이유로 도시와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다른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런던 

내에서 상당 부분이 사라짐

‐ 런던에 머물러 있는 나머지 사업체들은 소규모이며 경공업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은 런던의 독특한 사업 환경(지역 내 소비 또는 수출)을 기반으로 시민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틈새시장과 다양한 소비 시장에 근접하여 얻는 이익을 통해 생존

(1) 식품

◦ 식음료 제조업은 전체 20억 파운드 이상 런던 경제에 기여하며, 알코올 및 청량음료 제조업

에 2,000여명이 종사함

◦ 빵, 과자, 즉석식품, 샌드위치와 같은 간편식 등 식품제조업에 15,000명 이상이 종사하는데, 

Greencore Group plc와 Warburtons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주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식료

품을 제조함

◦ 주목할 만한 수제품 생산자들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La Latteria는 노스 액튼(North 

Acton) 창고에서 영국산 우유로 신선한 수제 모짜렐라 치즈를, Bermondsey Street Bees

는 런던 남동부에서 꿀을, Secret Smokehouse는 런던 필드(London Fields)에서 연어와 

훈제 청어를 생산함

◦ 식품 제조업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가까이 위치해야 하며, 제품 

수요는 인구 증가와 소비 동향으로부터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예상이 맞는다는 전제 하에 2017~2022년 사이에 영국의 '포장 음식(food-t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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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8% 이상 증가할 것임

‐ 소규모 업체가 생산하는 고품질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소 식품 제조업체의 

수익이 이미 증가하고 있음

(2) 가공 금속 제품

◦ 철강 생산으로는 셰필드(Sheffield)가 더 유명 할 수 있지만 런던은 고도로 전문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장인을 보유하고 있음

‐ 여기에는 잠금장치와 경첩, 공구, 식기(cutlery), 다양한 가정용과 상업용 기타 금속 

제품 다양한 가정 및 상업적 용도의 제조업이 포함됨

‐ Kaymet은 1947년부터 페컴(Peckham)에 기반을 두고 고급 쟁반, 수레, 식탁용 전기 

핫플레이트를 생산한 업체로, 현재 총 종업원 수가 7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제품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해러즈(Harrods) 백화점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판매됨

◦ 평삭, 연마 및 용접과 같은 산업 공정을 포함한 기계 가공 분야에 약 5,000명의 금속 노동자

가 종사함

‐ 오늘날 컴퓨터 수치 제어(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더욱 정확하게 작동을 제어하며, 일부는 런던의 주요 문화 기관에 제품과 서비스

를 공급함

◦ 4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금속으로 된 문, 창문, 기타 금속 구조물 제조 분야나 런던의 

유명 건축가나 실내 디자이너에게 금속 제품을 공급하는데 종사함

(3) 인쇄업 및 기록물 복원

◦ 전통적인 인쇄업에는 이미지가 판이나 스크린에서 전송되는 리소그래피와 같은 기술을 사용

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 파일이 디지털로 전송되고 있음 

◦ 오늘날 인쇄업과 관련된 고용은 대부분 책과 잡지, 소책자, 맞춤 문구 및 포스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쇄로 전문 기업에서부터 식당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폭 넓은 비즈니스 활동

을 지원함

‐ 영국 신문의 본거지 임에도 신문 인쇄는 이제 런던에서 100개 미만의 일자리 유지

◦ 대개 그래픽 디자인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

‐ 베스널그린(Bethnal Green)에 본사를 둔 Calverts는 출판과 지속가능한 인쇄를 전문

으로 하는 출력회사로 브랜딩과 웹 디자인과 같은 디자인 서비스도 제공

‐ Calverts는 종이 인쇄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스워스(Wandsworth)의 BAF Graphics

처럼 간판을 유리, 플라스틱 및 기타 재료에 직접 인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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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복

◦ 전통 산업이었던 의복은 더 이상 런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아니지만 영국 내 

관련 일자리의 20%를 런던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중요성이 낮다고 할 수 없음

‐ 런던 GVA에 8억 파운드를 기여함

◦ 다양한 용도의 의류를 공급하는데, 대부분의 노동자(4,500명)는 의류 샘플이나 대량생산 등 

의복 관련 분야에 종사

◦ 현대 의류 제조업체들도 번성 중

‐ 예를 들어, Fashion Enter사는 하린지(Haringey)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한 여성복

을 전자상거래 회사인 ASOS에 공급하는데 주(week)당 7,500 단위(unit)를 생산하며, 

디자이너와 생산직에 수습과 멘토링을 포함한 폭 넓은 학습과 발전의 기회 제공

(5) 제조업과 창조산업 간 관계 

◦ 런던의 제조업은 런던 경제 전반에 걸친 활동들을 제공하며 창조 산업과 중요한 관련

‐ 런던은 연극에서부터 건축까지 창조산업 분야를 선도하며, 수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대표함

‐ 2015년 기준, 420억 파운드 수준의 경제적 기여를 했는데, 이는 런던 전체 GVA의 

1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영국 창조산업 총 기여도의 절반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

‐ 창조경제를 통해 런던에는 882,900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2012년 이후 25%가까이 

증가한 수치임

◦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위해 만들어진 단편 영화 '런던 메이드(London Made)'는 

지역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조산업이 지역 제조업 네트워크에 근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4) 제조업 입지

(1) 런던 지역의 산업 구성

◦ 런던 제조업의 고용은 산업 공간이 더 많은 외곽 지역에 집중됨

‐ 엘링(Ealing)은 1만 3천 명의 제조업 근로자를 고용, 런던의 제조업 취업률이 11%로 

가장 높음

‐ 많은 회사의 탄생지인 파크 로얄은 엘링(Ealing), 브렌트(Brent), 해머스미스

(Hammersmith)와 풀럼(Fulham) 등 런던 3개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

‐ 인접한 자치구인 힐링든(Hillingdon), 혼슬로우(Hounslow)와 함께 노스웨스트 런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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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전체 제조업 고용의 1/3을 차지

◦ 런던의 많은 제조업 종사자들은 이스트런던의 템즈강 옆에도 존재

‐ 강 양쪽에 있는 산업 현장은 그리니치(Greenwich), 뉴햄(Newham), 벡슬리(Bexley), 

하얼링(Havering), 바킹(Barking), 다겐햄(Dagenham)의 자치구에 걸쳐 있음

‐ 찰튼 리버사이드(Charlton Riverside)는 이 지역의 핵심 위치 중 한 곳임

‐ 런던에서 가장 큰 산업 지구 중 하나인 어퍼 리아 계곡(Upper Lea Valley)은 엔필드

(Enfield), 해링기(Haringey), 월담 숲(Waltham Forest), 해크니(Hackney)의 자치구

에 걸쳐 있음

◦ 작은 규모의 제조업은 도시 전역에서 발견됨

‐ 이스트런던에는 80여 명의 제작자, 스튜디오, 작업장이 모여 있는 창의적인 클러스터 

'메이커 마일'(‘Maker Mile)이 존재함

‐ 마레 스트리트(Mare Street)에서 반경 1마일인 이 지역은 해크니(Hackney) 와 타워 

햄릿(Tower Hamlets)의 자치구에 걸쳐 있음

‐ ‘머신스 룸’(Machines Room)은 기업과 일반인이 레이저 커터나 3D 프린터, CNC 

기계 등 작업공간과 기계에 접근할 수 있는 제조 공간(maker space)임

◦ 광범위한 철도 교통망을 바탕으로 런던 전역에 철도들이 가로지르고 있음

‐ 이들은 맥주 제조회사 Brixton Brewery, Sourdough bakers E5 또는 런던의 많은 

금속제품 중 하나를 제조하는 업체 등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본거지임

‐ 철로 밑 부지는 이상적 위치로, 열차 운반이 필요한데 비용이 비싸지 않으며 열차의 

소음 덕분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용인됨

◦ 제조 활동은 런던 전역에서 이루어짐

‐ 오늘날 제조업의 공간적 분포는 상당 부분 도시의 역사에 의한 것으로 산업 공간과 

사업체들은 이전 세대의 제조업자들이 사업을 차리는 곳에서 발견됨

‐ 그러나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사업적인 조건 외에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공간이 변화하고 있으며, 런던은 제조업이 미래의 지형에 어떻게 부합하

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런던 지역의 고용 트렌드와 과제

◦ 제조업의 고용: 사업 규모

‐ 의복 제작자나 금속 노동자와 같은 숙련 된 제작자에서부터 엔지니어링 전문가, 창고 

관리자, 지게차 운영자 또는 회계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

‐ 숙련자는 런던 제조업의 5개 일자리 중 약 1개(18%)를 차지

‐ 런던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프로세스 플랜트 및 기계 운영직으로 채용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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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영국 전역의 20% 보다 낮은 11% 차지

‐ 중장비 분야라 하더라도 런던의 제조업 종사자는 준전문직이나 관리자, 감독으로 고용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러한 직무는 마케팅 전략과 기업전략을 담당하는 기능 관리

자와 같은 역할을 포함한 비즈니스 지원 및 관리와 관련이 있음

‐ 2017년 런던에는 약 14,000개의 제조업 사업체가 있으며 종사자는 약 11,700명, 그 

중 대다수는 소기업으로 87%의 직원 수가 10명 미만임

‐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인쇄(1,800명), 금속 가공 제품 (1,500명), 의류 (1,100명) 

및 기타 제조업 (1,200명)이며, 여기에는 보석 제작과 같은 공예업종이 포함

‐ 런던 디자이너들에게 주조와 도금, 마무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Just Castings와 같은 

업체와 함께 Hatton Garden이 가장 유명한 사례로 Walthamstow의 은세공 작업장

(workshop) 인 Made By Ore와 같이 도시 전역의 공유 작업장에서 제조업을 찾을 

수 있음

◦ 자영업과 소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런던의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런던 제조업체의 29%가 소규모 자영업으로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

◦ 대기업은 주로 식음료 산업에 치중하는데 25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25개로 해당 업종의 

절반을 차지하며, 식품 산업 내 소기업은 855개임

‐ 인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기계 및 장비 제조, 기계 수리 및 설치 분야에도 

소수의 대기업 존재

◦ 런던의 제조업 고용에서 대기업은 영국 평균 42%보다 약간 낮은 38%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50~249명)은 영국 평균 23%보다 적은 15% 수준의 고용을 보임

‐ 이는 확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첫 번째 장벽은 경제적이며 적절하게 이용 가능한 산업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확장과 신규 사업 창출의 어려움으로 VOA(Valuation Office Agency) 데이터 분석

에 따르면 런던은 영국의 다른 지역보다 산업면적(㎡) 당 더 많은 자산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영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싼 반면 가용 산업 공간은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20% 감소

‐ 소규모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은 런던 외에도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중요함

‐ 런던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여 특정 제조업이 수도 외곽으로 이전하기 전 개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밖에 제조업은 필요하다면 도시에 남아 있어야 함

◦ 제조업 직무의 질

‐ 최근 테일러 리뷰(Taylor Review)는 영국이 직면한 과제는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그 

질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급여, 진행, 그리고 보안의 지표에 대한 이슈를 부각함

‐ 제조업 일자리는 흔히 소매업이나 접객 등 숙련도가 낮은 서비스업처럼 급여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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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보다 기술 역량이 필요한 업종으로 인식되며, 런던 제조업 정규직의 주급은 624

파운드, 소매업자는 516파운드, 접객 직원은 386파운드임

‐ 그러나 제조업은 다양한 산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력이 낮은 제조 분야의 

노동자는 첨단 기술 부문의 노동자보다 훨씬 수입이 적음

‐ 또한, 시간당 평균임금이 £25인 자동차 생산직은 식품(£10.50)과 의류(£12.50) 분야

종사자의 두 배 이상을 벌어들이며, 컴퓨터 및 전자제품, 광학제품 생산직은 비슷하게 

시간당 £22의 높은 임금을 받음

‐ 낮은 급여는 일부 제조업 분야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종사자 중 21%가 런던의 생활

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 받고 있으며, 특히 식품제조업 종사자의 43%가 소매업과 

다를 바 없이 생활임금보다 적게 벌고 있음

‐ 그러나 런던의 제조업 일자리는 0시간 계약(zero hours’ contracts)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거의 없는데, 제조업 종사자의 2% 미만이 불안정한 계약을 체결한 반면 

호텔업과 같은 숙련된 서비스업에서는 이 수치가 8%에 이름

(3) 미래의 경제(네스트 이코노미)

◦ 오늘날의 미래 제조업 ‘순환경제’

‐ 런던 시장은 폐기물 없는 도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수도의 환경 지속 가능

성을 개선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려면 도시 내 제품과 

재료가 생산, 소비 및 관리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이미 폐기물 재활용 부문과 같은 순환 경제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산업 부문과 일맥

상통하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추진 계획과 비즈니스가 있음

‐ 의류 부문의 Worn Again은 의류 및 섬유를 수집, 가공 및 새로운 원사로 거듭날 수 

있는 화학 섬유-섬유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Premier Sustain은 노스 런던에 있는 리뉴얼 센터에서 책상, 의자 및 기타 사무용 

가구를 제조하는데, 이러한 가구 리모델링과 개조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여 런던 사무실 관리에 도움을 줌

◦ 재분배 제조 및 현지 생산 

‐ '재분배 제조'는 상품 생산에만 집중한 기존 제조업과 대조적으로 생산현장을 소비로 

더욱 가깝게 전환하는 부문의 경제 및 조직의 변화를 가리키는 용어

‐ 3D프린팅과 같은 적층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가치사슬 간 통신 변경 기술 

등, 더 작은 양과 맞춤형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생산 기술이 이러한 현상 주도

‐ 이러한 활동은 운송의 배출과 비용을 줄이고 맞춤형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부문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상품의 생산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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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의 일류 대학은 젊은 기술자들과 디자이너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제조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제공

‐ 일례로 런던 대학교의 제작연구소, 왕립 미술대학이 순환 경제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역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조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연구와 제공을 지원

하는 올림픽 파크에 HSSMI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 설립

‐ 도시 전역에 퍼져 있는 연구 기관의 풍부한 전문 지식은 혁신의 원천이자 유인책이 

되며,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시를 배치·활용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됨

‐ 이스트 런던에 본사를 둔 Opendesk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가구를 디자인하고 

고객과 지역 제조업자를 연결하여 생산을 지원하는데, 제조사는 아니지만 중개를 통해 

전 세계에 생산 기능을 재분산함

‐ 이처럼 런던은 기업과 지역민들을 신기술에 접근하도록 해주고 도심 내 메이커 스페

이스에서 현지 생산의 기회를 제공

‐ Nesta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런던은 영국의 다른 주요 도시들이 메이커 스페이스

를 3곳 가지고 있을 때, 약 20군데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또한 증가세를 보임

‐ 런던의 개방형 작업 네트워크(Open Workshop Network)는 40개 이상의 가맹점을 

자랑함

‐ 개방형 작업 네트워크 중 하나인 Building Bloqs는 토트넘의 Lea 강 근처에 위치한 

비영리 개방형 작업 공간으로 350명 이상의 공인(makers)과 영세기업에 금속과 목공, 

직물 및 디지털 제작을 위한 작업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은 도시 내 개인

과 기업 고객을 위한 제품 설계와 생산, 설치를 돕는 Made at Bloqs를 후원함

‐ 이러한 공간은 혁신 제조업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 있는 장소로 런던을 

지목하도록 하며, 자본과 인재를 도시로 끌어들이는 기업가 정신을 대표함

5) 거버넌스와 의사 결정

(1) 국가 산업 정책의 변화 

◦ 제조업이 20세기 영국 경제의 핵심이 되었지만, 제조업 정책은 추후 소홀해져 제조 및 산업 

분야에서 더 광범위한 전략적 방향 부족, 투자 부족 및 연속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 전후(戰後)에는 런던과 버밍엄 같은 대도심 내 산업 쇠퇴로 고통 받는 지역에 성장 산업을 

재분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산업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노동

자에게 일을 가져다주는(bringing work to workers)’ 논리에 따른 것

◦ 1945년 산업 분배법은 산업발전증명서를 도입해 일부 선진지역의 공장개발을 막고 침체된 

지역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성장의 위치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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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런던의 제조업은 전국의 절반 규모로 성장

◦ 1980년대 정부의 입장은 개입(intervention)에서 자유 시장(free market)으로 바뀜

‐ 노동당이 이끄는 의회의 정부 개입 정책은 중앙 정부 정책과 대립했고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정부는 개입 전략의 시행을 축소시킨 직후 런던광역시 의회(GLC) 해체(1986년) 

◦ 이후 런던의 경제는 서비스 분야, 특히 금융업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제조업은 최근 도시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함

‐ 영국의 다른 탈산업화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런던의 경제 개발 정책은 금융과 지식 

부문의 호황을 촉발시키는 서비스 지원에 초점이 맞춰짐

◦ 2017년 말에 발표한 경제 개발 전략은 '문화와 창조 산업', '기술과 디지털', '저탄소 및 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몇 개 중점 분야에 집중됨

◦ 2007∼8년에 있었던 금융 위기는 런던의 금융 분야 의존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켰고 영국 

정부는 지리적으로 경제를 균형 있게 재조정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음

◦ 2011년 당시 조지 오스본 총리가 영국 경제를 ‘메이커의 행진(march of the makers)’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런던과 동남부가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번성하면서 

남북의 분열은 여전히 일어났음

◦ 정부는 모든 지역이 산업을 중심으로 번성한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장기적인 비전 제시

‐ 첫째, 아이디어와 인력,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장소 등 비즈니스 전반의 생산성 향상

을 위한 다섯 가지 기반(infra)을 식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제시

‐ 둘째, 인류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4개 분야(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 모빌리티의 

미래, 청정 성장,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혁신을 요구

‐ 국가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의 개발과 제조업

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중점을 둠

(2) 공간 계획 정책: 계층적 구조

◦ 국가 정책에서 시작하여 지역으로, 계단식으로 확장되는 계층적 누적구조

◦ 런던 계획(London Plan)은 런던 발전을 위한 통합 경제와 환경, 운송, 사회적 틀을 설정한 

전략 계획으로, 모든 지역 계획은 중앙의 틀(framework)을 준수해야 하며 런던 내 계획에 

대한 책임은 최신 공간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시장에게 귀속됨

◦ 2017년 12월 새로운 런던 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2018년 컨설팅과 검토를 거쳐서, 2041년

까지의 런던 개발 계획을 수립함

◦ 런던 계획 아래에는 각 런던 자치구에서 만든 지역 계획이 있고 이 지역 계획은 반드시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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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전반적으로 일치'해야 함

◦ 런던 계획 초안에서 시장은 런던의 공간과 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강화: 도시의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며 더 많은 생활 및 근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강화

‐ 주택: 도시 내 주택 수요에 부응하려면 향후 수십 년간 매년 66,000 가구를 건설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충족하려면 더 큰 부지뿐만 아니라 더 작은 토지 구역 

단위(plot)를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

‐ 탄력성과 효율성: 런던 시민에게 안전한 미래를 제공하려면, 도시는 기후 변화에 직면

하여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에 대한 영향(effects)을 줄여야 함

(3) 공업용지에 대한 런던 계획

◦ 제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런던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에서 제외되면서 토지정책도 

이를 반영하여, 2001∼15년 1,300헥타르(축구장 약 1,800개 규모)가 넘는 공업용지 발생

‐ 2013년 GLA 고용 전망에 따르면 제조업은 계속해서 일자리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15,500명의 노동자만 남게 될 것으로 예측됨

‐ 산업 공간(공업용지)의 급속한 손실은 단순히 산업의 낮은 수요나 다른 용도를 위한 

압력의 결과라기보다 주로 금융 투기의 결과라는 비판 제기

◦ 런던의 주택(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렸고 성장률은 다른 영국 지역들을 

훨씬 앞서나감

‐ 이렇게 가열된 시장에서는 산업 공간의 소유자들이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실과 같이 

더 높은 재정 수익을 제공하는 용도로 부지를 변경할 기회를 포착함

◦ 공업용지 관리는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토지 가치 상승으로 임대료가 증가했으며 

일부 집주인들이 재개발이나 임대료 인상을 막는 장기 계약을 맺기를 꺼리는 등 임대 계약 

기간에도 영향을 미침

(4) 탄력성과 효율성

◦ 순환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제로화, 지속 가능한 운송 시스템, 대기 

질 향상, 기후 변화 영향 완화 계획 등 수도 환경 개선에 대한 수많은 노력을 약속

◦ 매립하던 생물 분해성 혹은 재활용 폐기물 2026년까지 매립지로 보내지 않고, 2030년까지 

런던의 쓰레기 중 65%가 재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런던 계획에서는 건설 및 철거 폐기물의 95% 재활용과 남은 폐기물로 저탄소 

에너지를 발생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

◦ 공간 측면에서는 SIL(Strategic Industrial Locations)과 기타 현장(예: Wharves)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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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2차 자재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식별해야 함

◦ 단순히 문제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도시가 스스로 지역 내 제품과 자재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돌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6) 과제(project) 현황 

◦ The Old Oak and Park Royal Development Corporation (OPDC)

‐ 시장은 개발을 관리하고자 OPDC를 구성하고, 지역 계획을 수립한 후 그 정책에 따라 

계획 결정을 관리하도록 함

‐ 파크 로얄은 도심의 주요 전략 산업지로서 유럽에서 가장 큰 산업용지이자 2천개가 

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현재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는데, 공실률이 매우 낮고 

공간 수요도 높은 곳

◦ Old Kent Road 

‐ 런던 중심부 남동쪽에 있는 올드 켄트 로드(Old Kent Road)는 런던 계획에서 지정

한 기회 지역(Opportunity Area)

‐ OA는 새로운 일자리와 주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브라운 필드 지역임

◦ 미래 개발: 탬즈강 하구 생산 통로

‐ GLA와 South East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의 협업은 런던 동쪽에 있는 템즈

강 하구에 새로운 '생산 통로' 활용에 대한 비전을 수립함

‐ 런던의 창조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에 공감

‐ 대형 작품, TV와 영화 제작, 그리고 다른 창조적 산업 활동을 위한 양질의 공간 제공

을 제안하며, 창조 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과 '제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냄

7) 런던 제조업의 미래 

(1) 제조 공간 제공

◦ 런던과 같이 번화한 도시는 상업, 가정, 시민 활동의 범위를 모두 포괄해야 함

‐ 더 이상의 순손실을 방지하고 기존 산업 공간을 강화하고, 산업 및 기타 용도를 통합

하는 새로운 혼합사용 개발 제공을 통해 가용 공간을 개선하고자 함

‐ 이렇게 분리한 공간을 보호하는 것은 옳지만, 미지정 산업 공간의 손실이 미치는 영향

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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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및 컨셉 제공 

‐ 산업용지를 강화하면서 산업용, 주거용, 기타 용도가 공존하는 복합용도 개발 강조

‐ 산업용지 강화는 산업용 건물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며, Heathrow에 있는 

Segro의 다층 창고처럼 여러 수준의 산업 단위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함

‐ 혼용개발은 산업용지와 주거, 기타 공용 공간을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발에 어려

움이 상당하며 실제 혼합한 활동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토지 

이용 분류를 활용함

‐ 산업은 주거 활동보다 더 소음과 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가동하거나 새벽 

배송을 받아야 하는데, 분리되어 있는 산업용지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지가 근처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조 공간(makers space)을 성공시키려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도 중요한데, 

계획의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고 개발자를 유치하는데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며 

산업 공간은 주거용보다 가격이 낮아서 토지 개발자가 꺼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산업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 도시 전역의 많은 산업 현장의 공실률은 매우 낮은데, 제조업 부문에서는 다양한 산업 

용도로 가용 공간을 놓고 경쟁

‐ 인기 있는 Park Royal의 공실률은 2%로 도시 전역의 산업용지가 부분적으로 상실된 

탓도 있지만 적시(Just-in-Time) 경제의 부상과 성장으로 창고와 물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탄생한 결과임

‐ 런던은 익일(또는 바로 몇 시간) 내 도시 전역에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 상거래 

기업의 산업 공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제조업 종사자 의견 청취

◦ 제조업은 런던 전역에 분포하며 110,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지만, 거주자와 상호 작용이 

부족하면 제조업이나 작업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도시 내 기술 개발 및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방 당국 또한 같은 문제에 직면하는데, 최근 GLA 계획위원회 청문회에서 계획 담당관이 

관련 내용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는 런던 제조업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핵심적으로 작용

◦ 풍부하면서 정확한 DB 구축이 미비하여 다수 기업의 정보를 일반적인 검색보다 보고서나 

사례 연구에서만 찾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을 이해하고 싶은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에 제한

◦ 정책 입안자가 해당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중요한데, 런던의 제조업 기반이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해관계자들 간에 네트워킹이 부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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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단체 의견 취합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3) 혁신을 위한 연결 

◦ 런던은 혁신을 촉진하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녔는데, 기술 지식을 가진 업체와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혁신을 가능하게 만듦

◦ 스타트업 성장 촉진 프로그램(accelerator programme)을 운영하는 헤이즈(Hayes)의 중앙

연구소는 투자할 가치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장치 산업(hardware business)을 운영하도록 

해주는 재능과 기술력의 공급을 증명함

‐ 그들은 과학 교육 키트에서부터 환경기술(cleantech)에 이르는 혁신에 힘쓰고 있음

◦ 하지만 이들 사업이 제조 단계에 들어서면, 런던과 영국을 벗어나 중국으로 이동

‐ 중국에서 제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일종의 슈퍼마켓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가 가진 잠재력을 다룰 수 있는 제조 인프라가 점차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함

◦ 사람들은 생산 역량을 잃을까봐 도시 내 제조시설 네트워크를 공유하길 꺼려하지만, 성장과 

혁신을 위한 잠재력이 그 사이를 관통함

‐ 한 예로 Make Works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여러 도시에 분포하는데, 

신규 작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생산자와 설계자 간에 연결을 쉽게 만듦

‐ 런던의 작업 공간(maker space) 또한 제조업의 개방적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교육과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함

◦ 런던은 비즈니스에 매력적인 곳이지만, 직원들에게는 생활비가 비싼 지역이므로 지방정부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성장, 유지, 유치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지속 가능성

◦ 2017년 런던 폐기물 및 재활용 위원회(LWARB)는 순환 경제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다섯 

가지 중점 분야(음식, 건설 환경, 전기, 직물, 플라스틱)를 발표

‐ 2036년까지 런던에서 매년 최소 70억 파운드의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재이용, 재제조 

및 재료 혁신 분야에 1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

◦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에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하는 지식에 지속적

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정책은 여전히 미비점이 많음

‐ 기존 정책은 자원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순환 경제와 사업 경쟁력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도심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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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재활용 또는 2차 자재가 지역 내 가치사슬에 어떻게 다시 통합될 것인지 

또는 그 자원의 경제적 잠재력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함

‐ 런던 계획은 분명 제품 수명 연장, 2차 재료 생산, 수리, 개조 및 재제작 활동과 같은 

순환 경제에 관한 연구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도시의 다른 목적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음

◦ 런던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충족하려면 현재의 제조업이 순환형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5) 도심제조업을 위한 비전 수립

◦ 런던의 제조업은 새로운 기술 변화와 함께 신기술 개발, 소비자 요구, 정치적 선택에 의해 

계속 진화할 것이므로 이것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제조 부문이 

도시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길 원하는지 숙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함

‐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산업 전략은 전국적으로 경제 성장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하며, 

런던은 영국 내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패하기 쉽고 시간에 민감한 제품, 또는 전문화된 생산 방법을 제공하는 현지 제조업체는 

항상 필요하며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 수요도 증가할 것임

◦ 현지 수요 외에도, 기업가, 투자자, 창의적이면서 잘 훈련 받은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런던의 

능력은 혁신 제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 제공

‐ 독특한 사업 환경이 주는 매력, 고용과 혁신을 모두 창출하는 가치를 인식할 필요

◦ 런던은 도심제조업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경제적, 사회적 기여와 파급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조업 육성의 기회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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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로테르담(Rotterdam)

1) 도시 개요 

◦ 로테르담 지역은 거대한 항구, 온실농업, 도심지로 구성

‐ 항구 및 물류 이동과 연관된 화학 처리나 장비 제조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부터 

생명공학, 센서 등과 같은 혁신 기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 공존 

◦ 넥스트 이코노미에 중점을 둔 극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음

‐ 클린에너지, 하이테크, 과감한 혁신 추구

‐ 뚜렷한 비전과 전인적인 접근 부재로 아직 새로운 경제 모델로 거듭나지 못함

‐ 넥스트 이코노미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소득, 교육 및 수요가 높은 인력)에게 적절한 

주거환경 및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적 안정을 좌우할 것

◦ 1872년 신운하 건설, 수상 및 육상 교통의 발달,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독일의 산업 

발전으로 로테르담의 항구 규모가 1880년 200헥타르에서 1920년 1,880헥타르로 성장

◦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항구와 도심지를 재건할 때, ‘항구 먼저, 도시는 그 다음’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항구 중심의 경제 부흥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지역의 산업 조성이 다양

하지 않게 됨 

◦ 1980년대 이후 단순 물류 이동에서 벗어나 부가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정유 

및 화학 산업 유치를 비롯하여 공급망 관리 및 복합 수송 플랫폼으로 거듭남

◦ 2017년 기준 항구는 12,600헥타르 규모까지 확장

‐ 항구의 지속적 성장세로 공간 활용에 대한 항구와 도시 간의 갈등 심화 

‐ 국제적 위상을 지닌 항구에 비해, 도시는 소외되어 낮은 소득과 높은 실업률, 부족한 

공공시설로 인하여 공동체는 무너지고 문화생활이 결여됨

‐ 2016년 기준, 항구 고용 인구는 85,000명, 해양 경제 관련 고용 인구는 250,000명

으로 항구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자동화와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로 전망이 밝지 않음

‐ 최근 전략은 ‘지식기반항구’로의 탈바꿈으로 지식 및 혁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부유

하고 창의적인 지식 노동자를 유치하고 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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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특성과 동향

◦ 제조업은 물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디자인, 개발, 판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건강 

산업 및 금융 서비스와 더불어 네덜란드의 3대 경제 부문임 

‐ 기술 산업과 엔지니어링이 제조업의 40%를 차지하며 따라서 공급재인 금속 및 플라

스틱 또한 활성화

◦ 네덜란드 제조업의 트렌드는 국제화와 혁신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국제화: 새로운 시장 개척,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

‐ 혁신: 새로운 형태의 업종 간 협업을 통한 사슬(chain) 최적화(상품 개발-생산 연계) 

및 R&D를 위한 지식클러스터와 네트워크 연계, 스마트 인더스트리(smart industry) 

개념(적층 가공, 자동화 등)

◦ 제조업의 기회와 위기

‐ 기회: 혁신과 자동화 신기술 구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고객 중심 개발 

및 생산,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협업으로 혁신 역량 강화

‐ 위기: 생산성 향상과 고용의 부조화, 만성적인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 고객 중심의 생

산으로 짧아진 납품기한, 전문화 및 유연성에 대한 요구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가

중,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의 높은 변동성 

◦ 기술산업 분야

‐ 하위산업: 고무, 플라스틱, 기계 제작, 금속업, 첨단 기술, 자동차 산업

‐ 과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기술 산업, 특히 자동차(연료 엔진) 및 에너지 부문 판매 시

장의 지각 변동/숙련된 인력 양성

(1) 전기기술산업분야

◦ ICT, 소프트웨어, 통신 및 기계 제작을 아우르는 분야

◦ 전기 및 기계 공학 관련 업체, 의료 부문, 비주거 건물 건축, 스마트 장비를 원하는 OEM 

및 부품 생산을 공급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대형 전자제품 제조업체 등의 수요 담당

‐ 과제 1) 자동화와 센서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성장이 예상되지만 경쟁으로 인한 

판매 가격의 압박 

‐ 과제 2)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발맞춘 유연한 프로세스, 지식 기관과 연계한 신제품 

개발, 스마트공장 개념(전자공학+ICT+기계 제작)의 채택 

‐ 과제 3) 청정기술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요구 과제 

‐ 과제 4) 혁신, 협업을 통한 전문성 결합, 공급망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판매의 

연결, 완전한 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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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5) 고객 및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 수행, 제품 수명주기 단축에 중점을 둔 기술 

(메카트로닉스, 나노 기술, 포토닉스) 

‐ 과제 6) 창의성, 의사소통 및 해결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2) 플라스틱 가공 분야

◦ 다양한 생산 방법, 재료, 시장, 판매 영역을 포괄하며, 가공된 폴리머의 반제품 및 완제품 

제조를 다루는 분야

◦ 자동차 산업, 기계 및 장비 건설, 포장(식품 산업) 등에 공급되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 

적용이 가능하기에 혁신 기관과의 협업, R&D 및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 새로운 제조 기술, 

자동화 및 로봇화가 필요

◦ 위기: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아시아 및 중동의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성

(3) 기계 제작 분야

◦ 다른 산업의 수요에 좌우되는 분야로 경제 주기 변화에 민감

◦ 짧은 생산주기 때문에 R&D와 생산 및 마케팅, 최종 조립의 전략적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기본 생산 공정은 아웃소싱

◦ 유지 보수 및 서비스, 빠르게 부응하는 제조, 청정 기술, 파트너와의 협업 및 자동화를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고객 요구의 트렌드

◦ 신기술의 통합으로 유연성, 사용자 맞춤설정, 응답 속도 향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나 경쟁 심화 및 저임금 국가의 기계 제조업자의 모방이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협 중

(4) 금속업

◦ 기계 부품 및 기타 금속성 반제품 공급 업체를 아우르는 매우 다양한 분야

◦ 하위 부문: 건설 및 용접, 기계 공급, 표면 처리, 금속 제품, 시트 처리, 유지 보수와 서비스 등

◦ 주로 공급 업체로 이루어진 분야로 다른 산업의 트렌드와 경제 변동에 취약함

◦ 소규모 틈새시장에 대한 특화, 비용 절감 및 최적화, 속도, 유연성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수출 중심으로의 전환, 역량 유치 및 유지 등이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저임금 국가들과

의 경쟁이라는 위협 존재

(5) 가구제조업

◦ 가정용 가구, 사무용 가구, 주방 가구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함함

◦ 소비자 지출과 선호에 크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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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가구제조업은 중고가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

◦ 소비자 트렌드는 가성비, 짧아진 제품 수명주기 및 급변하는 요구로 소규모 생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6) 목공업

◦ 주로 건설업 공급 업체이므로 건설업 발전과 계절에 따른 패턴에 좌우되며 플라스틱 및 알루

미늄 제품과 경쟁 중

◦ 인건비 및 원자재 절약을 위한 자동화, 체인 최적화, 빠른 배송 및 생산, 조립식, 유지 보수가 

수월한 새로운 목재 컨셉, 부가가치가 더해진 제품(서비스 및 유지 보수)으로 변화하는 고객 

환경에 부응하고 경쟁에 대항하여 혁신을 이뤄야 함

◦ 의사 결정자(예: 건축가의 재료 선택)에 대한 의존성, 신흥 시장 및 바이오 매스 사용으로 

인한 목재의 부족, 다른 재료와의 경쟁 및 고품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위협으로 작용하나 

동시에 경쟁 업체와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차별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

(7) 식품업

◦ 광범위한 분야로 빵 가공, 육류 가공 및 도축, 유제품, 오일 및 지방, 과일 및 채소 가공, 

동물 먹이, 음료, 코코아, 초콜릿 및 설탕, 담배, 밀가루 및 전분 제품, 생선류 등을 포함

◦ 네덜란드 전체 산업 생산의 22%를 차지하며 총 생산 가치는 약 650억 유로임

(8) 원예업

◦ 수출 중심의 자본 집약적, 혁신 지향적 산업으로 판매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자동화 및 디지

털화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어 온실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3) 제조업 입지

(1) 로테르담-헤이그 지역의 산업 구성

◦ 로테르담시는 전국 평균보다 1인당 GDP, 성장률 및 고용률이 낮음

◦ 로테르담은 특화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3대 주요 부문인 제조, 보건 및 금융 서비스가 저조

하고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부문이 발달함

‐ ICT 및 금융 서비스의 저조가 로테르담 경제 다양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원예업, 제품 수출, 지식 및 기술 분야는 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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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르담의 제조업 관련 일자리는 32.3%, 서비스업 관련 일자리는 67.7% 차지

◦ 로테르담의 주변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제조업 비율은 53.8%

(2) 로테르담-헤이그 지역의 고용 트렌드와 과제

◦ 산업 고용에서 포스트 산업화 고용으로의 전환

‐ 피고용인에서 자영업으로 전환: 여기서 자영업이란 기업가 활동보다는 불안정한 형태

의 노동을 지칭

‐ 전일제(full time) 계약에서 시간제(part time) 계약으로의 전환: 2009-2012년 경제 

침체기 동안 시간제(part time) 일자리 비율이 47%에서 49%로 증가

◦ 일자리의 양극화 및 대체 경향: 10,000개의 저숙련 일자리(1차 및 2차 교육) 감소

‐ 2011-2014년 저숙련 노동자의 구인은 23% 감소했으나 고숙련 노동자의 구인은 같은 

기간 8% 증가했으며 2014년에만 22% 증가

◦ 로테르담 항만청이 관리하는 회사가 2016년 지역 고용의 26%를 차지하는데, 로테르담 항만

청이 독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고용주임

◦ 구인 시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이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높아지고 있고, 

장기 실업자들은 새로운 고용 기회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및 기술력 습득 프로그램 필요

(3) 미래의 경제(네스트 이코노미)

◦ ‘넥스트 이코노미’는 2014년부터 로테르담의 도시 및 경제 발전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으로 

연결성, 오픈 소스 및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함

◦ 도심제조업에서의 넥스트 이코노미

1) 업종, 클러스터, 운영 규모 간의 경계, 생산과 서비스 간의 경계, 국가 주도와 민간 

주도 간의 경계, 생활, 일, 여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특징으로 함

2) 중앙 집중화된 수직적인 선형 경제에서 분산된 협력적 순환 경제로의 전환

3) 포용적인 경제 성장 -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는 사회 혁신 및 새로운 조직 방식 

4) 대량 생산에서 대량 전문화로, 그리고 안정성에서 유연성 및 개별 맞춤으로의 전환

‐ 넥스트 이코노미는 소규모 지역 제조업자와 소비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위한 공간 제공

◦ 도심제조업은 혁신적인 신기술 외에도 협업 모델과 기술을 개발하고, ‘확장 가능한 개방형 

비즈니스 사례’와 교차 기회를 도시 생태계에 제공하며 ‘기업가 지역과 사회’를 연결

◦ 첨단 기술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움직임과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와 기술 개발을 



04 해외 도심산업 육성 사례 99

지향하는 움직임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는데, 특히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발생

1)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개발 수요

2) 주거용 및 공업용 부지의 혼합사용을 제한하는 환경 규제

3) 항구를 둘러싼 경제 계획 및 분야의 우위

4) 도심제조업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의 부족

◦ 넥스트 이코노미의 주요 분야: 농산품, 생명 과학 및 의료, 청정기술

(4) ‘미래의 경제(네스트 이코노미)’를 위한 시험대로서 로테르담-헤이그 

◦ 과학 기술: 디지털화, 로봇화, 순환에 중점

◦ 에너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 노동: ‘프로슈머(고객이 생산 과정에 동참하거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경제

4) 거버넌스와 의사 결정

◦ 네덜란드 공간 계획법(Spatial Planning Act)에 따라 중앙, 지방,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공간 

활용을 결정했으나 신규 환경법(Omgevingswet)이 통과되면 환경 계획(Omgevingsplan)

이라는 단일 정책을 따르는 방식으로 변화될 예정

‐ 공간 계획은 국가, 광역 및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분권화가 특징이며 공간 비전

(spatial vision)을 기초로 추구하는 공간 개발 및 실현 방안을 결정

◦ 토지 이용 계획(bestemmingsplannen)은 네덜란드 공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간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포함함

‐ 건축 장소, 건축물 종류, 구조물의 크기, 용도 등을 결정하는데 준거 기준이 됨

◦ 건축 허가: 건축 법령, 지방 건축 조례, 지방 토지 이용 계획, 외관 규정, 지방 규제나 국가 

규제 등과 상충되는 경우 허가가 거부됨

‐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책은 경관성 계획(beeldkwaliteitplan)으로, 추구하는 

도심지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개념 제공

◦ 젊은 제조업자들은 도시에 살며 일하는 것을 선호하여 제조업이 도시로 돌아오는 추세

‐ 넥스트 이코노미는 청정기술 및 소규모 산업(3D 프린팅)을 추구하기에 새로운 제조업

은 직원, 고객 및 다른 파트너들과 인접한 도심에 정착 가능

◦ 도심 계획 조건: 도심제조업 및 새로운 도시 경제를 지원하거나 제한하는 수많은 국가 및 

지역 개발 조건이 존재

‐ 환경 카테고리: 6가지 환경 범주로 경제활동을 분류하여 주거지와의 권장 거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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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먼지 및 잠재적 위험(예: 폭발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업종별 

구역 위치에 대하여 권고

‐ 주택 부족: 도시 확장보다는 현재 중심지인 옛 항구 지역을 활용하고 도심 밀집도를 

높여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지만, 주거용-공업용 부지 혼합사용을 규제하는 환경

법(주거공간의 30%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

◦ 2021년 발효 예정인 새로운 환경법은 기능 중심의 공간 계획 정책으로 현재와 같은 구역 

시스템이 없어지고 좀 더 유연한9) 토지 이용이 가능

‐ 중재기관 또는 강력한 도심제조업 로비 없이, 일상적인 사업 결정이 가능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간 비전을 대체할 환경 비전을 만들어야 함

‐ 건축과 환경, 수자원, 공간 계획, 자연을 다루는 26가지 기존 법규를 통합해 ① 공간 

계획과 더불어 환경이나 자연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보다 잘 조율하고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풍력 발전소 등)를 장려하고, ② 의사 결정을 더욱 분권화해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 요구와 목표에 따라 환경 정책을 조정하고, ③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을 좀 더 일반화하여 민간 부문을 장려할 목적

5) 과제(project) 현황

◦ 2018년 초, RDM 및 M4H 지역을 ‘로테르담 제조업 지구’로 선정하여 혁신적인 제조업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함

‐ 중소 규모의 공간, 실험실, 클린룸, 데이터 센터, 유연하고 개방된 환경이 필요

‐ RDM 로테르담: 항만 관련 제조 산업, 관련 교육, R&D 중심

‐ M4H 로테르담

◦ 항만공사 소유 지역은 다음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로 임대

1) 사회적 가치: 기업가가 지역 주민에게 직업 체험 장소를 제공하거나 RDM의 교수진 

및 학생과 협업하려는 경우

2) 경제적 가치: 로테르담 제조업 경제에 이바지(특히 해양 부문)하는 혁신적이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

3) 물리적 가치: 지역에 투자하기 원하거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기업

◦ 로테르담시 소유 지역은 주거용과 업무용 환경이 혼재하며 공공 공간 시스템을 가진 장소 

개발을 목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짐 

9) 여기서 유연성이란 청정기술, 첨단 기술을 다루는 불편요소가 없는 제조업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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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산업용’ 또는 ‘제조업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다용도'로 구분하여 소매업 및 

환대 산업에도 제공

◦ 도심지: 지난 수십 년간 시내 중심가(high street)를 장악해온 소매업이 쇠퇴하고 소규모 제

조업자가 대체하고 있음(생산과 최종 사용자로의 판매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장점)

‐ 도심지의 지속 가능성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재생성과 치밀화를 추구해야 함

‐ 이는 더 많은 공공 인프라, 학교, 의사, 녹지 공간 및 상업 공간에 대한 경쟁 증가로 

이어질 것

◦ 로테르담 ZUID: 도시의 창의 산업과 전통 공예 기술을 가진 이민자 인구의 시너지로 수공예 

발달

5) 로테르담 제조업의 미래

◦ 저숙련 업종에서 고숙련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인데, 저숙련 노동자는 넘쳐나고 고숙련 노동

자는 부족한 상황이며, 예전 항구 부지 개발을 놓고 고용이나 기후 복원력을 위한 전략적인 

토지 사용보다 주거용이 우선시되는 갈등 상황 때문에 로테르담의 ‘넥스트 이코노미’ 미래가 

밝지 않음

◦ 넥스트 이코노미로의 전환으로 어떤 분야를 장려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도시와 

지역의 새로운 경제 프로필, 미래의 기본 산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제조업, 청정 기술, 해양 산업, 건강 및 농식품 분야는 전략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과제: 넥스트 이코노미와 자원이 어떻게 건설적인 도심제조업과 연결될 수 있을까? 

‐ 넥스트 이코노미의 고객은 제조업체에 더 높은 유연성, 더 다양한 사용자 맞춤, 소량 

주문, 더 빠른 응답, 더 광범위한 서비스, 추가적인 R&D, 내부 마케팅, 국제화 확대

를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과 자본 투자가 필요

‐ 중소기업인 대부분의 네덜란드 제조업체들은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림

‐ 이는 각 분야 간 더 많은 협업, 합병, 통합 및 인수로 이어질 수 있어 아이러니하게도 

제조업의 생태 다양성과 탄력성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

‐ 자동화, 적층 제조, 센서,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스마트공장 개념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대

한 회사 의존도를 높일 수 있음

‐ 세부과제 1) 지식 기반 기관 및 기업가의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가 어떻게 협력하여 

혁신적인 스마트 산업 개념을 개발할 수 있을까? 

‐ 세부과제 2) 센서, 로봇 및 기타 시스템을 지역에서 설계, 개발, 제조함으로써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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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사라진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는가? 

‐ 세부과제 3)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숙련 노동자를 넥스트 이코노미에서 활성화하고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은? 

‐ 세부과제 4) 도심제조업이 현지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노동 집약적 지역 일자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방법은?

‐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토지 가격 인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물류나 대형 소매점)이 도심제조업을 밀어낼 위험이 있는데, 구역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인 확실성, 주거 지역과 제조 지역의 혼재를 가능하게 해줄 기술 개선·개발 

지원금이 절실함

◦ 과제: 기후 적응 솔루션과 넥스트 이코노미에 대한 지원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서 주

거용을 비롯한 다른 기능과 도심제조업이 환경적으로 양립가능하려면?

‐ 새로운 환경법이 이전에는 주거용과의 혼재가 불가능했던 업종의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도심에 정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줌

‐ 그러나 위원회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위험도가 낮고 예측 가능한 솔루션

(예: 주택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과제: 도시 환경에 산업이 통합될 수 있는 위치 및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자, 지역 주민, 제조업체를 중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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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토쿄도 오오타구(東京都 大田区)

1) 도시 개요 

◦ 토쿄도 오오타구(東京都 大田区)는 일본의 수도 토쿄도를 구성하는 23개 특별구 중 하나임

‐ 토쿄도(東京都)는 23개 특별구(区)와 26개 시(市), 니시타마군 3개 정(町) 및 1개 촌, 

그리고 도서부의 4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명)

구분
일본인 외국인外国人 총인구수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도쿄도 6,522,813 6,734,783 13,257,596 282,488 294,841 577,329 6,858,557 7,093,07 13,951,636

오오타구 352,522 356,684 709,206 12,049 13,238 25,287 364,571 369,922 734,493

주: 오오타구의 인구는 2020년 1월 1일 현재 토쿄의 기초지자체 중 3위

[표 4-1] 일본 도쿄도 오오타구의 인구 수

◦ 오오타구 매립지(케이힌섬京浜島, 죠난섬城南島, 쇼와섬昭和島): 공해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여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초록이 우거진 공원도 있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함

◦ 토쿄만(東京湾) 근처 지역(오모모리미나미大森南, 코우지야糀谷, 하네다羽田)과 내륙부(나카

이케가미仲池上): 주택과 공장이 근처에 있는 지구로 기계금속가공과 전기 관룐 작은 공장이 

많이 모여 있음

◦ 타마가와(多摩川) 근처 지역(시모마루코下丸子, 타마가와多摩川, 야구치矢口)： -+계기 및 나

사 등과 같은 정밀기계의 공장이 많이 모여 있고, 큰 공장도 이 지역에 모여 있음

◦ 타마가와 하구지역(로쿠고六郷): 주택과 공장이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기계금속가공을 하는 

작은 공장이 많이 모여 있는데, 최근에는 공장 터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주택화가 무척 

진행 중

◦ 오모모리(大森)역, 카마타(蒲田)역 주변： 공장이 적으며 상업을 중심으로 번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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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의 역사

◦ 2017년 현재 오오타구에는 토쿄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07개 제조업 공장이 있음

‐ 제조업에 종사 인구는 19,736명이며, 종업원 수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138개, 나머지 1,069개는 종업원 수 4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임

◦ 사업장이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는 금속제품제조업이며, 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이 그 다음임

10년 전과 비교할 때, 전체 사업장은 44.6%(973개) 감소함

(단위: 개, 명)

사업장 수 종사자수

계 30~299인 300인 이상
2017년

산업분류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제조업계 2,180 1,207 153 138 1 - 19,736

식료품제조업 65 51 8 13 - - 1,406

음료/담배/사료제조업 3 3 1 1 - - 83

섬유공업 26 13 1 2 - - 168

목재/목제품제조업(가구제외) 5 2 - - - - 24

가구/장비품제조업 24 9 1 1 - - 102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업 31 16 3 2 - - 245

인쇄 및 인쇄관련업 115 52 13 12 - - 1,078

화학공업 22 17 6 6 - - 837

석유제품/석탄제품제조업 2 1 2 1 - - 46

플라스틱제조품제조업 157 96 6 7 - - 1,400

고무제품제조업 11 10 1 2 - - 225

무두질한가죽/무두질한가죽
제품/모피제조업

1 3 - - - - 60

요업/토석제품제조업 24 17 2 2 - - 295

철강업 52 26 6 3 - - 379

비철금속제조업 48 26 1 1 - - 321

금속제품제조업 424 240 25 25 - - 3,517

범용기계기구제조업 177 95 9 9 1 - 1,495

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410 220 19 20 - - 3,308

업무용기계기구제조업 129 75 13 7 - - 1,086

전제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
제조업

67 30 3 2 - - 425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76 103 16 14 - - 1,771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41 12 8 2 - - 29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117 62 5 3 - - 774

기타제조업 53 28 4 3 - - 396

주: 일본 경제산업성, 2018년 공업통계표, 2019. 8. 23

[표 4-2] 토쿄도 오오타구 내 4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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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엔)

산업분류 현금급여 총액 원자재사용액 등 제조품출하액 부가가치액

제조업계 8,893,359 21,351,190 40,430,356 17,767,604

식료품제조업 431,110 2,276,098 3,331,139 994,818

음료/담배/사료제조업 37,753 106,051 341,416 212,046

섬유공업 67,554 68,070 178,594 105,458

목재/목제품제조업(가구제외) X X X X

가구/장비품제조업 44,781 94,819 189,864 88,061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업 100,334 184,284 385,406 187,315

인쇄 및 인쇄관련업 491,575 703,129 1,579,749 814,450

화학공업 383,075 1,603,060 2,814,996 1,134,546

석유제품/석탄제품제조업 X X X X

플라스틱제조품제조업 583,131 1,016,766 2,135,623 1,041,825

고무제품제조업 97,870 300,602 482,761 170,942

무두질한가죽/무두질한가죽
제품/모피제조업

31,350 72,160 116,265 40,838

요업/토석제품제조업 153,650 948,410 1,432,484 448,915

철강업 175,267 1,256,430 1,716,596 429,034

비철금속제조업 139,526 1,505,591 1,845,410 319,173

금속제품제조업 1,540,944 2,159,203 5,478,035 3,087,628

범용기계기구제조업 725,259 1,690,625 3,191,878 1,396,603

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1,632,835 2,710,216 6,158,034 3,221,478

업무용기계기구제조업 503,444 937,604 1,942,269 934,203

전제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
제조업

177,657 303,460 633,871 307,322

전기기계기구제조업 889,578 1,696,742 3,509,826 1,673,054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175,293 288,151 596,938 285,98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323,200 657,587 1,267,628 568,943

기타제조업 157,036 383,810 612,285 211,624

주: 일본 경제산업성, 2018년 공업통계표, 2019. 8. 23

[표 4-3] 토쿄도 오오타구 내 4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경제 현황

3) 제조업 특성과 동향

◦ 고도의 기술력: 오오타구의 공장은 시제품이나 물건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기계 부품을 주로 

만드는 편인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

◦ 공장과 공장사이에 가공의뢰를 함으로서 한 가지의 부품 혹은 제품이 만들어짐

◦ 공장이 많이 집적해있기 때문에 근처의 공장에 개별공정을 의뢰하여 발주된 제품을 납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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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자전거를 타고 근처공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됨)

◦ 주공조화住工調和(주택과 공장이 하나의 지역에 혼재하여 조화를 이룸): 주택과 광장 그리고 

상업이 조화롭게 분포하여 동네의 활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함

‐ 오오타구에서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계획한다면 오오타구 

개발지도요강 제29조에 따라 사전에 구청에 서류제출을 해야 함

‐ 주택과 공장의 공존으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조업 생산 환경의 유지 및 

보전을 기하며,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오오타구 개발지도요강> 中 （주공조화 환경의 정비）제29조
1.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는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특별공업지구를 포함함)내에서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라서 주공조화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인근 공장주 및 공업단체에 계획을 설명할 것
② 입주자에 대해서 공업용도지역이라는 사실 등을 설명할 것
③ 임대공장의 부설 등에 대해 구청과 협의할 것

２.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는 전항에 따라 계획할 때 별도로 정하는 사무처리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 오오타구의 제조업의 고민거리는 크게 3가지

‐ 후계자 부족: 공장을 이어 나갈 사람이 부족한데 이는 오랜 시간 기술을 익혀야하기 

때문으로, 공업의 존속 및 발전을 위해서는 후계자 양성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 해외와 지방에서의 생산: 노동력이 싼 해외나 지방으로 공장이 이전하여, 오오타구 내 

공장에 제품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있음

‐ 주택의 증가: 공장이 이전한 터에 아파트 등 주택이 들어섬에 따라 소리나 진동 등에 

대한 민원 때문에 종전처럼 일하기가 곤란해지고 있음

4) 자치단체의 정책

◦ 오오타구는 관내 산업진흥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장기 지원플랜을 구상하여 실천 중

‐ 헤이세이 7년(1995년)에 작성한 오오타구 산업비전 → 헤이세이 21년(2009년)에 수립

한 오오타구 산업진흥기본전략 → (가칭)오오타구 산업진흥구상의 책정을 작년

(2019년)과 올해(2020년)에 걸쳐서 논의 중

(1) 오오타구 산업진흥기본전략《大田区産業振興基本戦略》

◦ 오오타구 산업진흥기본전략(2009년) 중 자치구 대표 산업의 비전과 산업진흥의 방향성(전략

목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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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기반기술집적의 유지와 개발형기업의 확대

‐ 오오타구는 기계금속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기술의 집적이 존재. 주조, 단조, 판금, 

프레스, 시보리, 열처리, 도금, 연마, 연삭 등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는 공정에서 일본 

내 최고 수준(top class)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집적

‐ 대부분 소규모지만 고객 수요를 숙지하며 제품 개발에서 생산까지 전(全) 단계를 응대

할 수 있어서 고품질 부품을 제작, 가공 할 수 있음

‐ 오오타구 제조업의 강점은 다양한 기계금속관련 가공기술이 모두 모여서 정밀가공과 

어려운 가공이 가능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이와 

같은 집적의 강점은 개별기업의 숙련에 바탕을 둔 높은 기술수준과 기업 간 정보공유

로 인한 결과이므로 향후에도 이러한 체계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산업 기계 등의 생산재를 중심으로 독자제품과 제품유닛을 개발/제조

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도 존재

‐ 제품 발전경로는 다양하지만 기능 품질 등의 면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형성한 기업이 

많은데, 이러한 혁신 기업은 고부가가치에 의한 수익증대를 실현하고 있어서 오오타구 

제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이러한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속함으로서 

새로운 기업군의 집적을 창출해야할 필요가 있음

◦ 발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양호한 작업 환경 마련

‐ 토지활용의 변화가 현저한 오오타구에서는 공장과 주택이 매우 가깝게 이웃하여 존재

‐ 지금까지 주변 환경을 배려한 공장 설립, 조업 형태 그리고 기업 경영자와 인근 주민

의 양호한 관계형성을 통해서 주공조화(住工調和)를 실현해왔으나 도시화의 심화 진전

으로 작업 환경의 악화는 지속되고 있음

‐ 제조업 집적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공장이 안정된 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 환경을 형성하고, 관내 공업전용지역과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용지와 지원 

시설을 확보하여 성장 기업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음

◦ 오오타구 제조업의 해외 홍보

‐ 오오타구 내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의 해외 홍보를 지원

‐ 해외 기업과 해외 일본계 글로벌 기업의 거점을 유치함으로서 관내 제조업과의 연계

를 심화하고, 일본 국내 및 세계로부터의 사업기회를 획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함

‐ 일본 내 신규 고객 개척, 환경/의료/복지/항공기 등 새로운 산업분야로의 진출 또한 

오오타구 제조업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

‐ 각 기업과 지역의 브랜드파워를 높이는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함 

◦ 제조업산업의 서비스기능 강화지원

‐ 기반기술을 담당하는 가공업은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 대응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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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술과 함께 긴 세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안하는 등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함

‐ 이것은 컨설팅서비스 기능인데, 가공업이 부가가치를 높여 살아남으려면 이러한 지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제조업의 틀을 확대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해야 함

(2) 오오타구 산업진흥기본전략 중 산업진흥시책

◦ 만드는 힘의 강화

‐ 제조업 집적의 유지·강화를 위한 입지정책 실시: 공업전용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임해/매립지에 대한 토지이용 및 입지 정책 검토 실시

‐ 공장 입지지원의 계획 및 강화: ‘제조업 공장입지 조성사업’을 강화해 공업용지에 관

내 기업의 신/증설, 주변과 지구 환경에 대한 대응, 관외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

한 조성사업 진행

‐ 기업의 기술고도화 촉진 및 서비스 기능 향상: ‘신제품/신기술개발지원사업 강화

하여 연구개발투자의 계기를 만듦으로써 R&D 기업의 제품과 기술 개발과 설계를 

중심으로 한 기술고도화를 촉진하고 기반기술 및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은 생산/

가공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며, 마지막으로 제조업에 관한 제

안력을 강화하여 서비스 기능의 향상을 기하는 시책 검토

‐ 차세대 산업의 이미징한 프론티어사업 추진: R&D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환경/의료/복지/항공기/로봇 등 차세대산업을 이미징한 제품개발 등을 위한 산·학·

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론티어사업 실시

◦ 경영 능력 강화

‐ 창구 상담 기능 강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원시책 정보제공과 더불어 관내 기업이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상담창구 강화

‐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충실화: 전문가 파견을 통한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기업의 전문 기술 등을 살린 영업 전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일즈 포인트의 인식 

및 어필 방법의 향상 등에 관한 지원 강화

‐ 수/발주 코디네이션의 충실화: 대기업 OB 등을 활용함으로써 ‘수/발주 상담 사업’을 

강화하여 수주 개척, 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사업분야에 대한 수주 개척을 강화

‐ 자체 브랜드 홍보: 오오타구 브랜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신시장 개척을 지

향하는 프론티어사업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제조업로서의 지역 브랜드 확립

‐ 자금조달/재무기반의 강화: ‘융자알선사업’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강구

하고, 자기자본 충실화 등 사업 환경의 변화에 강건한 기업 재무구조 확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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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력 강화

‐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거래확대지원(아시아네트워크전개사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홈페이지와 전시회참가 등을 통해 관내 기업과 기업그룹의 정보발신기능을 고양하고,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확충하여 관내 각 기업 홈페이지 개설과 외국어판의 정보

발신수단 정비 촉진

‐ 신시장개척지원(환경, 의료/복지, 항공기, 로봇 등): 시장규모가 큰 환경이나 의료/복지 

분야, 높은 기술대응력이 필요한 항공기산업, 로봇 등의 산업분야에 진출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수발주사상담사업’ 및 ‘연구개발매칭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개척 

계기 조성

‐ 창업 촉진: 제조기업의 집적을 살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창업자

에 대해서는 상답 및 사무실제공 등의 지원책 강화

◦ 인재 양성

‐ 다양한 용지를 상정하여 기술/기능인력의 육성거점을 정비하는 안을 검토하고, 청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재를 육성하여 관내 기업에 소개

‐ 기술/기능의 계승을 위한 고도기술자의 인재센터 설치 검토

‐ 숙련된 고도기술/기능보유 관내 기능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특히 부족한 

기술/기능자 육성 방법 강구

‐ 차세대 제조업 인재/젊은 기술자/여성기술자 육성

‐ 외국인을 받아들일 환경을 정비(생활 측면, 외국인 고용에 관한 노하우 연수)

◦ 사업승계 강화

‐ 후계자 육성: ‘차세대 경영자 육성세미나 사업’ 강화

‐ 사업승계지원: ‘사업승계/제조기술 승계사업’ 강화(기업 간 합병 및 연계강화 지원)

‐ 기술/기능의 승계지원: 폐업이 우려되는 소규모 기업의 숙련기능자를 규모가 큰 관내 

기업에서 고용하는 등의 고용조정 검토. 

‐ 지구환경 대책 지원: 지구환경 대책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강화를 지원하고 이에 공헌

하는 기술개발 또한 지원

◦ 연계력 강화 

‐ 기업 간 연계지원: 기업그룹의 조직화와 기업 간 거래의 연계 지원, 관내 기업의 기술

정보를 정비하여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관내 기업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제 구축,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연계 지원

‐ 산·학·관 연계 강화: ‘산·학·관 교류 추진사업’을 강화하여 산·학·관에 의한 신기술/신

제품 개발과 신시장 창출 지원

‐ 지역 간 연계에 의한 광역전개 지원: 관내 기업이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자체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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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통해 광역적인 수/발주 조정과 기업그룹에 의한 공동사업지원 검토

‐ 중앙·도 정부, 금융기관과 민간 지원자와의 연계: 제조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도정

부 시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컨설턴트 등 민간 제조업 지원자와의 연계 

강화

(3) 오오타구 기업입지촉진기본계획(2차)

◦ 일본 국회에서는 2007년 4월 ‘기업입지의 촉진 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업입지촉진법)’을 가결하고 6월 22일 시행

◦ 토쿄도와 오오타구는 기업입지촉진법에 따라 ‘오오타구 기업입지촉진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책정하여 2010년 3월 25일 중앙정부로부터 동의 획득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차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2

차 오오타구 기업입지촉진기본계획을 책정하여 산업집적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시행

중(2차 기본계획도 2015년 4월 중앙정부로부터 동의 획득)

◦ 오오타구 집적구역: 오오타구 전역(거주지면적 5,168ha)

◦ 오오타구 특징

‐ 전국유수의 중소기업 집적지

‐ 금속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고 수준(top class)의 기술력

‐ 하네다공항으로 대표되는 높은 교통 편리성

‐ 충실한 교육기관, 지원기관

◦ 오오타구 집적업종

‐ 사회적 과제해결형 산업: 건강관련산업,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 위기관리산업

‐ 도시 기능 활용형 산업: 항공기 관련 산업, 로봇산업

‐ 하네다공항터 쿨 재팬 발신기능 관련 산업: 지역산품도/소매산업, 지역자원체험산업

◦ 오오타구 과제

‐ 산업집적의 유지/발전

‐ 국제화를 활용한 성장전략거점의 형성

‐ 벤처기업/창업자에 대한 지원

‐ 경영기반의 강화 지원 기술혁신의 촉진

‐ 거래 확대/신시장 진출 촉진

‐ 산업인재의 확보/육성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환경정비시책

‐ 기업입지촉진: 공항터에서 산업교류시설의 정비 및 기업유치, 관내 기업의 계속적 조

업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입지촉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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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혁신/기술혁신: 전문가 파견 등에 의한 경영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개발조성, 신

제품/신기술등의 표창 등을 통해서 기술혁신촉진에 대응

‐ 거래확대/신시장 진출 지원: 수/발주 상담과 전시회 등을 통해 거래확대를 기하고, 

의료/공업연계 지원과 신사업활동 조성 등을 통해서 신(新)시장 진출 지원

‐ 인재의 육성/확보: 다음 세대를 담당할 경영자의 육성, 기능/기술의 전승을 진행

함과 동시에 젊은이와 중소기업의 연결(matching) 등 추진

◦ 계획의 중점

‐ 고부가가치형산업과 그것을 지원하는 업종의 입지를 촉진하고, 기존 산업과의 융

합을 추진함으로써 제조업 집적의 재구축과 관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 제조업을 필두로 다양한 업종이 발전함과 동시에 상호보완에 의한 상승효과를 끌어냄

으로써 경영기반강화 지원과 창업지원 그리고 업종을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즈니스하기 쉬운 환경 정비 실현

‐ 하네다공항의 네트워크와 공항터에 정비예정중인 산업교류시설을 활용하여 국내·

외와 활발한 경제교류를 실현하여 오오타구가 ‘산업 허브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함

◦ 성과목표

‐ 관내 제조업부가가치액 증가액 42억엔(1868억엔 → 1911억엔)

‐ 지정 집적업종의 기업입지건수 150건

‐ 지정 집적업종 출하액 증가액 100억엔

‐ 지정 집적업종의 신규고용 창출 건수 37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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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오오사카부 히가시오오사카시(大阪府 東大阪市)

1) 도시 개요 

◦ 오오사카부 히가시오오사카시는 오오사카부를 구성하는 43개 지자체 중 하나

‐ 오오사카부(大阪府)는 2개 정령지정도시, 6개의 중핵시, 3개의 특례시, 그리고 22개 

일반시와 9개 정(町) 및 1개 촌(村)으로 구성되어 있음

◦ 히가시오오사카시의 인구는 2020년 1월 1일 현재, 오오사카부 지자체 중 2위

(단위: 명)

구분 남 여 총계

오오사카부 950,076 1,020,588 1,970,664 

히가시오오사카시 4,237,115 4,587,960 8,825,075

[표 4-4] 일본 오오사카부 히가시오오사카시의 인구 수

2) 제조업의 역사

◦ 2017년 현재 오오사카부 히가시오오사카시에는 2,349개의 제조업 공장이 있는데, 오오사카

부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임

◦ 히가시오오사카시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48,607명임

‐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9개이며, 종업원 수 30인 이상~299명인 사업장은 

314개, 나머지 2,026개는 종업원 수 4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임

◦ 사업장이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는 금속제품 제조업(628개)이며, 그 뒤를 생산용기계기구 

제조업(333개), 그리고 플라스틱 제조품 제조업(290개) 잇고 있음

◦ 10년 전(2008년)과 비교하면, 전체 제조업 사업장은 3,468개에서 2,349개로 1,119개

(32.3%)가 줄었음

‐ 가장 많이 줄어든 하위제조업분야는 금속제품 제조업 335개,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틱 

제조업 133개, 그 다음이 생산용기계기구 제조업 124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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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명)

사업장 수 종사자수

계 30~299인 300인 이상
2017년

산업분류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제조업계 3,468 2,349 303 314 6 9 48,607

식료품제조업 69 51 15 16 1 4 4,694

음료/담배/사료제조업 6 3 - - - - 52

섬유공업 78 38 6 3 - - 518

목재/목제품제조업(가구제외) 16 10 - 1 - - 116

가구/장비품제조업 90 60 6 4 - - 944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업 147 103 12 15 1 1 2,494

인쇄 및 인쇄관련업 242 166 36 31 - - 3,476

화학공업 73 51 15 12 - - 1,259

석유제품/석탄제품제조업 1 - - - - - -

플라스틱제조품제조업 423 290 31 49 - - 5,682

고무제품제조업 45 36 3 3 - - 497

무두질한가죽/무두질한가죽
제품/모피제조업

27 18 - 1 - - 243

요업/토석제품제조업 34 25 4 5 - - 529

철강업 114 92 16 14 - - 1,866

비철금속제조업 65 52 4 4 1 1 1,247

금속제품제조업 963 628 51 58 - - 9,545

범용기계기구제조업 148 98 14 11 - - 1,770

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457 333 34 40 2 1 6,148

업무용기계기구제조업 53 37 4 6 - - 805

전제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
제조업

24 16 5 3 - - 38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66 101 21 15 - - 1,851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9 3 2 - - - 3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82 53 12 13 1 2 2,847

기타제조업 136 85 12 10 - - 1,599

주: 일본 경제산업성, 2018년 공업통계표, 2019. 8. 23

[표 4-5] 오오사카부 히가시오오사카시 내 4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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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엔)

산업분류 현금급여 총액 원자재사용액 등 제조품출하액 부가가치액

제조업계 19,324,304 67,140,905 115,331,338 44,962,652

식료품제조업 1,025,807 3,016,051 5,691,562 2,480,935

음료/담배/사료제조업 11,066 287,760 445,735 146,274

섬유공업 143,237 262,601 506,582 226,846

목재/목제품제조업(가구제외) 27,833 38,171 94,361 52,028

가구/장비품제조업 432,193 1,673,012 2,484,077 757,201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업 929,199 2,862,627 5,630,129 2,575,206

인쇄 및 인쇄관련업 1,332,856 2,998,290 6,166,427 2,946,138

화학공업 596,355 2,073,077 3,792,196 1,599,292

석유제품/석탄제품제조업 - - - -

플라스틱제조품제조업 2,054,919 6,413,094 11,374,989 4,620,785

고무제품제조업 169,024 600,675 973,470 346,590

무두질한가죽/무두질한가죽
제품/모피제조업

65,620 227,229 468,251 223,208

요업/토석제품제조업 220,241 725,426 1,307,127 542,588

철강업 905,149 8,427,266 11,009,983 2,401,337

비철금속제조업 555,437 4,202,686 5,779,849 1,469,814

금속제품제조업 3,895,211 10,957,382 20,528,445 8,887,361

범용기계기구제조업 813,124 2,196,950 4,215,252 1,886,979

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2,897,795 8,225,922 15,399,153 6,727,285

업무용기계기구제조업 338,656 677,628 1,448,839 720,541

전제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
제조업

158,352 313,131 549,360 220,22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745,583 2,540,075 4,477,752 1,820,243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10,090 19,632 47,964 26,233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1,395,466 6,322,749 9,279,633 2,796,069

기타제조업 601,091 2,079,471 3,660,202 1,489,472

주: 일본 경제산업성, 2018년 공업통계표, 2019. 8. 23

[표 4-6] 오오사카부 히가시오오사카시 내 4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경제 현황

3) 제조업 특성과 동향

◦ 독자적인 네트워크

‐ 히가시오오사카시의 제조업은 대기업과 계열 관계를 맺지 않은 기업이 90%를 차지하

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계열 구조가 아니라 인근의 협력공

장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 유기적인 분업시스템을 형성함으로서 각 기업이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타사와 차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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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기술을 향상시켜 왔으며 자사의 오리지널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많고 고도

의 기술과 기업네트워크를 통해서 고품질 제품을 제조

◦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

‐ 히가시오오사카시는 세계적인 공업디자이너 키타 토시유키(喜多俊之)를 디자인 창조 고

문(design creative advisor)으로 영입하여 기능성과 디자인성을 겸비한 제품 제조 

‐ 국제견본서 ‘Living & Design’ 출전을 비롯하여 여러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

과를 올리고 있음

◦ 히가시오오사카 브랜드: 히가시오오사카에 거점을 둔 기업이 만든 특징 있는 오리지널 제품

에 부여하는 지역 브랜드

‐ 다양한 인증 기준으로 1년에 2회 후보제품을 모집하며, 현재 인정된 제품은 144개

‐ 플러스 알파: 종래의 제품에는 없는 부가가치/부가기능을 가지는 점이 인정된 제품

‐ 디자인 플러스: 탁월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가치를 사용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제품

‐ 에콜로지 플러스: 환경을 배려하거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제품

‐ 히스토리 플러스: 히가시오오사카를 대표하는 50년 이상의 장기간 판매 제품

‐ 펑션 플러스: 히가시오오사카다운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뒷받침된 기능이 더해진 

제품

‐ 파이오니어 플러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거나 해온 도전적인 제품

‐ 넘버원: 특정 시장에서 top share를 기록하는 제품(단, 그 집계에 관한 조건은 제3자

가 작성/공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함)

‐ 온리원: 이미 시장에 출하된 플러스 알파 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중에서 그 특장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품

4) 자치단체의 정책

(1) 현(現) 히가시오오사카시의 종합계획 체계도

◦ 최근 실시된 히가히오오사카시의 2차 종합계획은 2003년에 책정된 기본 구상을 토대로 

2011년부터 시행중인 후기기본계획 하에 만들어진 제4차 실시계획(2017년~2019년)임

전기기본계획(2003년~2010년) 후기기본계획(2011년~2020년)

3개년 실시계획(2년마다 재검토 후 보완)

[표 4-7] 히가시오오사카시 2차 종합계획 기본 구상(2003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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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기기본계획(2011~2020) 중 ‘제조업 활기 회복’

◦ 제조업 활기를 위한 과제

‐ 관내 소규모 사업장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는데,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어 

수주기회가 줄어들고 제조업 인재 고령화에 기인하는 후계자 부족에서 기인

‐ 소규모 사업장를 중심으로 고도의 제조업기술을 확보하고, 더 고부가가치적인 것으로 

향상하여 기술을 계승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과제

‐ 고부가가치화된 기술을 살리기 위해서 판로의 개척과 브랜드파워의 향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타 도시와의 연계, 교류를 통한 홍보 및 중앙정부에 

대한 제언을 시도해야함

◦ 제조업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지원

‐ 산업기술지원센터 기능 강화, 다른 업종 간 교류와 산학 연계 추진 등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의 기존 기술 개량이나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며 고부가가가치제품 

제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신산업의 창조 추진과 지적재산권의 보급·이용·활용하여 관내 

제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

◦ 제조업 도시 히가시오오사카를 다음 세대에 계승

‐ 지금까지 길러져온 제조업 도시 히가시오오사카의 기술력을 계속 유지발전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관내 제조업이 보유한 경영자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음 세대를 맡아갈 어린이들이 “만드는 것”의 즐거움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

◦ 제조업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 판로 확대에 의한 수주 증가를 목적으로 시내 제조업의 우수한 기술/제품을 전시 및 

PR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수요자와 관내 제조업의 수/

발주 연계(matching) 상담회를 개최하고 제조기업 정보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등 

판로 개척 지원

‐ 판로 개척과 고부가가치화가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히가시오오사카브랜드’의 브랜드

파워 향상 추진

◦ 지역경제와의 연계. 교류 추진

‐ 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이 집적해 있는 도시/지역과의 정보교류와 지역 간 연계 진행

‐ 중소기업 집적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과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

‐ 시내 제조업과 보완관계가 있는 도시와 교류하여 새로운 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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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기기본계획(2011~2020) 중 ‘산업 매력도 향상’

◦ 산업의 매력도 향상을 위한 과제

‐ 주공혼재(住工混在)가 진행되면서 조업 환경이 악화했는데, 이는 기업의 시외 이전이나 

도산, 폐업으로 발생한 공장터의 택지화가 진행된 결과

‐ 기업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 확보와 주공공생(住工 共生)을 위한 대책 필요

‐ 소규모 기업이 많아서 경기 등 사회 동향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기능(상담창구, 공적융자제도) 필요

‐ 기업의 적확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동부 

오오사카지역 제조업의 지원 거점인 크리에이션코어 히가시오오사카를 활용해 신기술/

신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 등 지역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함

◦ 거주 환경과 공장 조업 환경의 공생 추진

‐ 양호한 조업 환경 마련을 위한 정비, 산업진흥과 도시계획 등을 조합한 종합적인 시책

을 전개하여 주공공생(住工共生)을 위한 대책 추진

◦ 금융 지원

‐ 자금조달 등 금융 상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션코어 히가시오오사카 내 융자

상담창구 체제를 정비하고, 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공적융자제도 제공

◦ 경제시책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 산업 시책이나 경기 동향 등 중소기업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하여 경제 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과 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로 경영 고도화와 미래 산업 육성 촉진

◦ 크리에이션코어 히가시오오사카를 효과적으로 활용

‐ 동부오오사카지역의 제조업 지원 거점이 된 크리에이션코어 히가시오오사카가 가지는 

종합상담창구 기능과 산학연계 기능, 그리고 컨벤션 기능 등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4) 제4차 실시계획(2017~2019) 중 제조업 대책

◦ 산업기술센터기기정비사업: 정밀측정 장비의 정비로 도심제조업의 기술력 향상 지원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이용 건수 2500건 2500건 2500건

[표 4-8] 산업기술센터기기정비사업의 연차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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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가시오오사카 디자인프로젝트사업: 디자이너와의 프로젝트 구성을 촉진하는 사업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프로젝트 구성 건수 2건 3건 4건

[표 4-9] 히가시오오사카 디자인프로젝트사업의 연차별 목표

◦ 고부가가치화지원사업： 새로운 산업기술의 연구와 신제품 개발에 보조금 활용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보조금 활용 건수 10건 10건 10건

[표 4-10] 고부가가치화지원사업의 연차별 목표

◦ 의료/공업 연계프로젝트: 관내 기업으로 구성한 연구회 등에서 의료/건강분야 진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과 동시에 부가가치 높은 제품의 제조 및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금을 

교부하는 사업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개발수요 정보제공 건수 10건 15건 15건

[표 4-11] 의료/공업 연계프로젝트의 연차별 목표

◦ 도시브랜드형성사업: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노 주 쿠리 도시 히가시오사카(MONOZUKR

I10) CITY HIGASHIOSAKA)를 홍보하는 사업의 전개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설문조사 회수율 50% - -

해외홍보용 사이트 접속 수 - 30,000건 40,000건

[표 4-12] 도시브랜드형성사업의 연차별 목표

10) '제조'의 일본어로 '생산' 또는 '사물 제작'을 의미하는데, 더 넓은 의미로는 일본 제조 관행의 기술력, 노하우 및 정신의 종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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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제조업 계발사업: 어린이들로 하여금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사업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체험교실참가 아동 수 5100명 5100명 5100명

발명클럽활동 참가율 80% 80% 80%

[표 4-13] 차세대 제조업 계발의 연차별 목표

◦ 커리어 교육 추진사업: 초등학교에 만들기 체험교실이나 중학교에 직장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차세대를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만들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양하는 사업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만드는 것에 대한 체험학습 실시율(초등학교) 100% 100% 100%

직장체험학습에서 만드는 것 체험을 한 학생 비율(중학교) 7% 8% 9%

[표 4-14] 커리어 교육 추진사업의 연차별 목표

◦ 히가시오오사카 브랜드 추진사업 : 브랜드인증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제조업 도시 히가시오

오사카의 도시 이미지 향상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브랜드 신규인정 제품 수 20건 25건 30건

[표 4-15] 히가시오오사카 브랜드 추진사업의 연차별 목표

◦ 국내외 판로확대 사업: 관내 제조업자의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상담, 교류 기회 지원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상담 건수  100건  100건  100건

유효PR매체 배포 부수 1000부 1000부 1000부

[표 4-16] 일본 국내외 판로확대 사업의 연차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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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교류플라자 사업: 도심제조업자의 정보 발신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검색

사이트 ‘히가시오오사카기술교류플라자’ 운영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시내 기업에 대한 문의건수 300건 330건 360건

[표 4-17] 기술교류플라자 사업의 연차별 목표

◦ 제조업 원스톱 추진사업: 수주확대 지원과 판로/기술 관련 코디네이터의 기업 과제해결 지원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기업방문 건수 1200건 1200건 1200건

매칭 건수  120건  120건  120건

[표 4-18] 제조업 원스톱 추진사업의 연차별 목표

◦ 주공공생(住工共生)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보조금시책의 활용 실적율 80% 80% 80%

[표 4-19] 주공공생(住工共生)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차별 목표

◦ 크리에이션코어 히가시오오사카 활용촉진사업: 제조업 종합지원센터로 기능하도록 정보교환

을 추진하고 각종 이벤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집객 활동 지원

사업실시연도 2017 2018 2019

관계기관과 실시하는 세미나 참가자 수 50명 80명 150명 

[표 4-20] 크리에이션코어 히가시오오사카 활용촉진사업의 연차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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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과 제언

1 ∙ 결론

1) 도심산업의 의의

◦ 국가의 제조업 기반 상태는 번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과거의 제조업은 경제발전의 근간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다주었으나 도시는 미래와, 제조업은 

과거와 관련이 연관된 개념이라는 인식에 오늘날 둘은 공존할 수 없다고 인식됨

◦ 제조업이 세계화되면서 생산은 연구개발과 같은 가치 사실의 다른 영역과 분리되어 효율성

을 추구하였지만, 최근 가치 창출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조와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현대의 도심제조는 과거의 제조와 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최신 기술이 새로운 제조의 

가능성을 제시

2) 서울시와 중구 제조업 특성

◦ 서울시 중구는 인쇄와 의복 제조가 강점이지만 대다수가 영세업체임

◦ 최근 10년의 서울시 제조업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개 서울시 사업체 중 제조업 비중은 

7~8% 수준을 유지하는데 제조업 종사자 수의 비중이 2007년 8.7%에서 2017년 5.4%로 

줄어듦

‐ 서울의 제조업체 수는 감소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반등했는데, 2010년 53,969개

에서 2017년 61,583개로 연평균 1.33% 성장

‐ 서울시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7년 346,667명에서 2017년 277,920명으로 연평균성

장률(CAGR) -2.19%를 기록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는 줄었지만 10인 이하 제조업체 

수는 늘어 서울시 제조업이 영세하고 경쟁에 취약해졌음을 알 수 있음

◦ 2017년 기준 중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중이 다른 구에 비해 높지만, 업체당 평균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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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1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24위를 기록하여 매우 영세함

‐ 중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수가 9,947개로 가장 많으며, 종사자 수는 금천구

(40,151명)의 뒤를 이어 30,475명임

‐ 허핀달-허쉬만지수(HHI)로 종사자 규모별 집중도를 보면 중구는 HHI 7,000 이상으로 

영세업체 비중이 매우 컸으며, 더불어 사업체 수가 많아 상업지역의 특징을 가짐

◦ 업종별로 중구의 산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인쇄와 의복 제조에 강점을 가짐

‐ 인쇄업은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성장률이 –0.9%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다른 

구보다 관련 업체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 인쇄업 관련 공장은 필동, 광희동, 을지로동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음

‐ 의복 제조가 중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쇄업보다 적지만, 최근 5년 3.4%(CAGR)의 

성장세를 보였음

‐ 의복 공장은 대체로 신당동과 신당5동, 동화동에 분포하고 있음

3) 해외 벤치마킹 사례의 시사점

◦ 브뤼셀(벨기에), 런던(영국), 로테르담(네덜란드), 오오타구(일본, 도쿄), 히가시오사카시(일

본, 오사카) 등의 사례에서 과거 도심 산업이 매우 번성했던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음

◦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에 집중하자 산업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

으며, 탈사업화가 진행하면서 제조업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입지가 싼 곳을 찾아 이동함

◦ 이전 압박에도 다양한 제조업이 여전히 도시 내 남아있음

‐ 대개 소규모 업체가 해당 지역 내 소비라는 독특한 사업 환경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욕구를 충족

‐ 틈새시장과 다양한 소비시장에 근접하여 얻는 이익을 통해 생존

‐ 특히, 근처에 있는 관련 업체들과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해 집적지 내에서 제품 생산이 

완결되도록 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능력을 함양

◦ 도심산업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으려면, 도시가 가진 집약된 지식(대학, 연구소, 기관 등)

을 잘 활용하여 도심산업 관련 기술의 미래가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발전해야 함

‐ 또한,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주거지와 공장이 공존하는 복합지역을 효과적으로 설계했다면 공생하기 위한 환

경기술(green technology)이 뒷받침되어야 함

‐ 그 외에도 첨단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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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언

1) 스마트 공급사슬 생태계 조성

◦ 공급사슬의 스마트화

‐ 중구에 현재 구축되어있는 경직된 공급사슬망을 유기적인 생태계로 조성

‐ 각 도심제조업의 가치사슬을 제품 중심으로 통합한 스마트 공급사슬 시스템으로 확장

‐ 구체적으로 완제품이 제조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각 사업장의 공유된 정보를 통하여 

구축된 사슬망을 토대로 선정하고 실제로 제품 생산

‐ 고객 맞춤형 제품을 비용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전체 공정의 정

보를 사업장 간 공유

‐ 사물인터넷을 통하여 동종업의 공급사슬 연계는 물론, 이(異)업종 간 공급사슬을 연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연계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제조 가능한 제품 공정의 템플릿을 생성하여 데이터베이

스에 축적하고 추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 스마트 공급사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 도심제조업을 위한 공급사슬망 연계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TF(특별 전담 조직)을 편성

하되, 조합 혹은 지자체와 같이 중앙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함

‐ 각 업종/사업장 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위하여 

각 사업장의 공정 표준화를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함

2) 소상공인형 Service Orientation Architecture(SOA) 구축

◦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정별로 나누어 놓은 사업장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비효율적 손실이 누적하여 발생하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키텍처 구축 필요

◦ 고객 주문 단일화(웹 포털 도입)

‐ 주문의 단일화 및 단순화: 각 입주한 개별 사업장의 주문 프로세스를 통합한 전사적 

주문 시스템(Enterprise Ordering Systems)으로 웹 포털 구축

‐ 웹 포털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하여 개별 사업장의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의 

부담 최소화

‐ 더불어 결제 프로세스도 클라우드에 모듈로 통합하여 결제 시스템 도입의 부담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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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주고 자금의 투명성은 높이고 성과 측정이 용이하게 됨

◦ 전사적인 자원 관리 구축

‐ 각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아래 후술할 스마트 공급사슬 

시스템의 생태계를 조성의 기반 마련

‐ 사업장의 공정 정보 및 재고 정보를 공급망에 연결된 공급 및 수요 업체와 공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 공급사슬 구현

‐ 고객이 원하는 구체적인 제품을 식별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적화되어 매칭된 여러 

가지 대안의 템플릿 제공

‐ 고객은 도출된 템플릿을 통하여 자금/제품/정보의 흐름 즉, 투명한 공정 프로세스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제품 제작 시간, 비용 

등을 투명하게 제공되어 최종 주문을 완료하게 됨

‐ 주문이 완료되면, 템플릿의 정보가 해당하는 각 사업체의 정보시스템에 전달되어 적시

생산방식(JIT: Just In Time)으로 전환됨

◦ 4차 산업을 위한 소상공인 정보화 역량 교육

‐ 상기와 같은 통합된 정보기술/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변화

관리 및 교육이 요구됨

‐ 또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외주 인력이 필요

3) 장인의 기술 보존

◦ 도심제조업에 종사하는 장인의 기술 보존 및 보전

‐ 수입품으로 인행 가격 경쟁력 상실 및 신기술의 보급으로 인한 와해성 기술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장인의 무형 재산의 보존이 시급

‐ 특히, 전기·전자 기기의 경우에는 레트로(복고) 취미 또는 키덜트 문화의 정착으로 구

형기기의 수집 및 활용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바, 불용/고장품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 존속을 꾀하여야 함

◦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

‐ 기술 장인의 무형 재산 중 형식지를 문서화하여 지식관리시스템에 축척하여 체계적으

로 관리가 필요

‐ 지자체 혹은 조합에서 지원금과 같은 장려를 통하여 지식화의 동기부여를 높여야 함 

◦ 기술 장인 아카데미(교육) 센터 구축

‐ 현역 장인 및 은퇴한 기술 장인을 강사나 멘토로 초빙하여 예비 창업자와 매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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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전수하고 혁신적인 융합형 제품을 개발을 촉진하게 함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원격 화상 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

이 기술을 효율/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장려

4) 공유경제 인프라 조성

◦ 공유 인프라 구축(스마트 앵커)

‐ 도심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성 증대, 생산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 

신(新)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함

‐ 따라서 공유 경제를 위한 생산/공용/판매 지원 시설을 조성하고 확충하여, 도심제조업

의 침체, 쇠퇴를 해결, 공급사슬의 최적화 그리고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함

5) 융합형 제조업 육성

◦ 4차 산업의 융합형 신제품 개발

‐ 각 업종의 고유 제품을 다른 산업의 기술이나 제품을 융합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

을 개발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면, 헬스케어와 관련된 의복 혹은 미술·음악과 융합된 금속공예품 등

‐ 상술한 스마트 공급사슬과 SOA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형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들이 IoT를 이용한 제품 개발 협업을 수월

하게 할 수 있으며, 공유경제 인프라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도 도심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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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the Urban Industry Specialization Plan for Jung-gu

Sun-Young KimㆍDae-Yong HyunㆍIn-sook KimㆍBo-yeon Lee

The condition of a country's manufacturing industry as a found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chance of prosperity. In the past, manufacturing 
industry was a source of pride a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development, but 
nowadays, it is considered to belong to the past and thus incompatible with the cities 
which are thought to be future-centric.
With the globaliz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production has pursued efficiency, 
being separated from other areas of the value chain such as R&D, but as the importance 
of knowledge is more emphasized in value creation lately, there is a growing voice that 
manufacturing and R&D must work hand in hand. Urban manufacturing today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and the state-of-the-art technologies 
especially offer possibilities for a new era of manufacturing.

In the last decade, manufacturing industry in Seoul showed an average 1.33% CAGR from 
2010 to 2017 while the number of manufacturing workers in Seoul recorded an average 
-2.19% CAGR. Given that the ratio of manufacturing companies maintained 7-8% in a 
business survey but the number of manufacturing workers decreased from 8.7% in 2007 
to 5.4% in 2017, it is suggested that there has been a structural change in manufacturing 
industry in Seoul. When the size of companies is observed,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with over 10 employees has fallen but those with fewer 
than 10 has increased which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manufacturers in Seoul are 
mostly small and weak against competition.
As of 2017, manufacturing took up a larger portion in Jung-gu than in other district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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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per company was 3.1, ranked at 24th out of 25 
self-governing districts. However, there are large number of businesses which makes 
it a commercial area. Jung-gu’s industrial composition was analyzed to reveal that 
printing and garment manufacturing were the strongest among the industry. For printing,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ver the past five years has decreased to -0.9%, but the 
number of companies is still overwhelmingly higher than in other districts. Although 
garment manufacturing is smaller in portion than printing, it has recorded 3.4% CAGR 
in the last five years.

In cases such as Brussels (Belgium), London (UK), Rotterdam (Netherlands), Ota Ward 
(Tokyo, Japan), and Higashiosaka City (Osaka, Japan), there was evidence that the urban 
industry used to thrive in the past. As the city's population grew, it became increasingly 
difficult to leave industrial spaces intact, for the focus was placed on housing supply and 
therefore de-industrialization progressed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moved out in 
search of a place where the labor and the land were cheap.
Despite the pressure to relocate, a variety of manufacturing industry continues to remain 
in the city. Usually, they are the small businesses with unique business environment 
where the consumption takes place within the given region and thereby fulfilling the 
needs of consumers and enterprises or they are located close to niche and diverse 
consumer markets which gives them a comparative advantage. In particular, they form 
a cooperative network with related companies in the vicinity, so the products are 
produced within the given area and they could be more innovative in solving customers’ 
problems.
In order to gain new vitality through the urban industry, the city's concentrated 
knowledge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gencies, etc.) must be well utilized s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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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industry becomes the future technology for urban 
industry. Efforts are required to make the most of the available space to that end. In other 
words, if a complex area is effectively designed where factories are mixed with the 
residential areas, it must be supported by green technology to make the coexistence 
feasible. In addition, there must be a plan to train and nurture the skilled manpower 
necessary for high-tech industry.

For specialization of the urban industry in Jung-gu,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mart 
supply chain ecosystem that can maximize the advantages of location.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for small businesses must be established to maximize flexibility and 
efficiency by automating and linking each process. Urban industry would gain 
competitiveness when the productivity is improved through the sharing economy 
infrastructure and a new business model is developed by fostering the integrated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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