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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의 특성과 현황

1. 지역의 현황

1.1 도시연혁

1.1.1 시흥시의 뜻

∙ 시흥의 고구려 시대 지명인 잉벌노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뻗어가는 땅’이란 뜻으로, 고려 때 별호를 조선 정조때 

행정지명으로 택한‘시흥’과 같은 뜻을 지닌‘넓은 땅’을 

의미. 지명에 걸맞게 시흥은 서울의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관악구․동작구․서초구 등과 경기도의 안양시․광명시․안산시․
과천시․군포시․의왕시 등을 분가시킴

1.1.2 역사적 현황

❏ 고  대

∙ 시흥시의 전신인 소래읍․수암면․군자면 지역은 본래 백제의 

영토였으나 고구려 제20대 장수왕 63년(475)에 수암면․군자면은 

장항구현(獐項口縣), 소래읍은 매소홀현(買召忽縣)이라 했다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자 신라 제24대 진흥왕 14년(553)에 

신라의 영토가 된 후 제35대 경덕왕 16년(757)에 장항구현은 

장구군(獐口郡)으로 매소홀현은 소성현(邵城縣)으로 개칭됨

❏ 고  려

∙ 고려시대의 장구군은 태조 23년(940)에 안산현(安山縣)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제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문종(文宗)의 

출신지라 하여 안산군(安山郡)으로 승격되었고, 소성현은 

모후(母后) 인예왕후(仁睿王后)의 출신지라 하여 경원군(慶源郡)

으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인종 때에 이르러 모후 순덕왕후

(順德王后)의 출신지라 하여 인주(仁州)로 되었다가 공양왕 2년

(1390)에 경원부(慶源府)로 승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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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선

∙ 조선시대의 안산군은 세조 9년(1463)에 강희맹(姜希孟) 선생이 

중국 남경의 전당지(錢塘池)에서 연꽃씨(蓮子)를 가지고 귀국, 

하중동 208번지에 소재한 관곡지(官谷池)에 심은 후 널리 

퍼져 세조 12년(1466)부터 별호(別號)를 ‘연성(蓮城)’이라 

칭함

∙ 경원부는 태조 1년(1392)에 인주로 환원되었다가 태종 13년

(1413)에 인천군(仁川郡)으로 개편되었고 세조 6년(1460)에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외향(外鄕)이므로 인천

도호부로 승격되었으나 숙종 14년(1688)에 인천현으로 강등

되었다가 숙종 24년(1698)에 다시 인천도호부로 환원됨

❏ 근  대

∙ 인천도호부는 고종 32년(1895)에 인천부로 개편된 뒤 이듬 해 

경기도 인천부가 됨

∙ 1910년에 일제가 강점하자 4년 뒤인 안산군은 1914년 3월 

1일 부․군․면 통폐합에 따라 과천군과 함께 시흥군에 흡수 통합

되면서 군내(郡內)․초산(草山)․잉화(仍火)의 3개면은‘수암면

(秀岩面)’으로, 와리(瓦里)․마유(馬遊)․대월(大月)의 3개면은

‘군자면(君子面)’으로, 인천부의 신현(新峴) 전반(田反)․황등천

(黃等川)의 3개 면은 부천군‘소래면(蘇萊面)’으로 됨

∙ 그 뒤 1936년 4월 1일에 서울의 확장책에 따라 영등포읍의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와 북면을 서울시에 넘겨주었고, 1949년 

8월 14일에 동면의 구로리․도림리․번대방리가 서울시에 편입

되어 시흥군에서 분리

∙ 이어 1963년 1월 1일에 동면의 시흥리․독산리․가리봉리․봉천리․ 
신림리와 신동면의 전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되자 화성군 

일왕면의 9개리가 편입되면서 의왕면(儀旺面)으로 개칭되었고 

1973년 7월 1일에 안양읍이 안양시(安養市)로 승격되어 시흥군

에서 분리되자 부천군 소래면이 편입되었으며 1979년 8월 

10일에 반월지구출장소(현 安山市)가 개소되자 수암면․군자면의 

13개 리가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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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7월 1일에 소하읍과 광명출장소가‘광명시(光明市)’로, 

1982년 6월 10일에 과천면이 과천출장소(현 果川市)로 되었고, 

1980년 12월 1일에 의왕면은 의왕읍으로 소래면은 소래읍

으로 승격되었으며, 1983년 2월 15일에 소래읍 옥길리 일부는 

광명시에, 계수리 일부는 부천시에 편입

∙ 1989년 1월 1일에 군포읍이 ‘군포시(軍浦市)’로, 의왕읍과 동부

출장소가‘의왕시(儀旺市)’로,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이‘시흥시

(始興市)’로 각각 승격되었으며, 시 승격 이후 1991년 1월 15일에 

중림․연성출장소가 개소된 뒤 이해 9월 1일에 중림출장소는 

‘중림동(重林洞)’으로, 연성출장소는‘연성동(蓮城洞)’으로 각각 

승격되었다가 이듬해 신관동이‘신현동(新峴洞)’으로, 중림동이

‘과림동(果林洞)’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이어 1994년 7월 

1일에 거모동이 군자동으로 개칭되었고, 이듬해 4월 20일에 수암동․
장하동․장상동과 화정동의 너빌․고주물 지역이 안산시에 편입

되었으며, 1995년 11월 15일에 법정동인 무지동이 무지내동으로 

개칭되었는가 하면, 1999년 9월 27일에는 정왕동이 정왕1동과 

정왕2동으로 분동되어 2000년 7월 11개 행정동에 30개 법정동

으로 편제되었고, 2003년 14개 행정동, 30개 법정동으로 편제되

었으며, 2010년 능곡동이 분동되어 15개 행정동으로 편제

<그림 1-2-1> 시흥시 행정구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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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도시계획 연혁

∙1976. 12.  4 : 반월 도시계획구역 최초 결정 (면적 : 314.70㎢)

∙1977. 03. 28 : 반월 도시계획구역 결정 (건설부고시 제53호)

                (개발제한구역내 매립예정지 확장 - 면적 : 317.70㎢)

∙1986. 09. 27 : 반월 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 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건설부고시 제425호)

∙1986. 10. 10 : 반월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 (건설부고시 제461호) 

(인천 및 부천도시계획구역 일부 편입 - 면적 : 352.98㎢)

∙1987. 12. 08 : 반월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 (반월 도시계획구역 

조정) (건설부고시 제641호)

∙1991. 04. 03 : 반월도시계획구역 조정

(안양, 수원 일부 편입- 면적 : 356.41㎢)

∙1996. 11. 18 : 시흥시 도시계획구역계 분리 (경기도고시 제314호) 

 (반월 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 - 면적 : 129.58㎢)

∙2000. 03. 31 : 2016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승인 (면적: 166.60㎢)

∙2007. 11. 13 :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승인 (면적: 166.60㎢)

∙2009. 03. 30 :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면적:166.60㎢)

∙2009. 12. 03 :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은계보금자리주택지구 반영 - 면적 : 166.60㎢)

∙2010. 07. 08 :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반영 - 면적:166.60㎢)

1.2 도시 세력권

1.2.1 도시 세력권

❏ 행정권

∙ 광역 행정권 : 주변의 인천광역시, 부천, 광명, 안양, 안산 등

5개시와 연접

∙ 도시계획 및 일반행정권 : 시흥시 행정구역

❏ 경제권

∙ 도시의 경제권 설정은 교통시설의 이용시간 및 거리, 상품의 

구매권, 농산물의 출하권, 세력이 비슷한 인근 도시와의 거리 

등에 의하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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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철노선 위주의 서울 및 인천 대도시권

- 시흥시 행정구역과 연접도시인 부천, 광명, 안양, 안산시 일원

❏ 사회ㆍ문화권

∙ 사회․문화권은 연접 대도시인 서울 및 인천세력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시흥시의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독자적인 권역의 형성 필요

∙ 자체적으로는 시흥시 전역의 사회․문화소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수도권 위성도시의 특성 때문에 주변 부천, 광명, 안양 특히 

안산과의 연계적인 사회․문화권이 형성

∙ 교육 및 의료․보건시설 등의 미비로 서울 및 인천의 대도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1.2.2 도시성격

❏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입지한 임해도시로서 향후 서해안 개발축의 거점도시 역할

∙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입지한 임해도시로서 향후 국토

개발전략상 서해안 개발축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 제2․제3경인고속국도, 서해안고속국도,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서울~안산간 고속국도, 수인선철도, 제2공항철도, 국도39호선, 

국도42호선(수인산업도로), 국도39호선 및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의 광역고속교통류를 활용

❏ 자연 및 해양환경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시범도시건설 지향

∙ 환경에 순응하는 개발과 갯벌(해안습지)의 보전 및 이용방안 

마련으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

∙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주민여가활동의 질적, 양적 

다양화에 대비한 천혜의 해양자원 등을 이용하여 자연환경 탐방 

등의 여가․휴양시설을 공급함으로서 자연환경도시 IMAGE 강화

❏ R&D 및 첨단산업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한 미래지향적 산업도시 추구

∙ 동북아 교통의 거점국가(HUB) 역할수행을 위한 비교우위적 지역

으로서 21C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첨단도시 창출

∙ 향후 수도권 항만사업,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및 인천송도신

도시 개발 등의 대규모 사업과 연계한 도시형 업종 전환 및 

R&D 및 그린밸리, 그린에너지 관련 첨단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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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활한 공유수면 및 개발제한구역 등의 풍부한 녹지 환경을 활용하여 

중․저밀도의 전원형 친환경 생태도시 형성

∙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및 기능이 상실된 옛염전 등의 토지

자원을 활용 가능한 토지자원으로의 발굴 모색과 연안부의 

매립을 통한 개발가용지의 확보로 주변지역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적 전원도시 조성

2. 지역의 특성

2.1 자연환경적 특성

2.1.1 지리적 위치

∙ 시흥시는 수도권의 서남부, 서울시 경계로부터 반경 10㎞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측으로 인천, 북측으로는 부천과 

접해 있으며, 동측으로 광명, 안양 및 남측으로는 안산시와 

접함

∙ 시흥시의 수리적 위치는 동단이 동경 126°53′51″, 서단은 

동경 126°43′04″이고, 남단과 북단은 각각 북위 37°18′

43″와 37°28′05″이며, 동서간의 거리는 17.5㎞, 남북간 

17.4㎞로 형성

 

시청

소재지
단

경 도 와   위 도 의  극 점

연 장 거 리

지 명 극 점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시청로

20

동단

서단

남단

북단

조남동

정왕동

정왕동

대야동

동경 126°53′51″

동경 126°43′04″

북위  37°18′43″

북위  37°28′05″

동서간 17.5㎞

남북간 17.4㎞

<표 1-2-1> 시흥시의 수리적 위치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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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형 및 지세

∙ 북동측 외곽으로 소래산(290m), 양지산(150m), 운흥산

(205m)이 입지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마산(246m), 군자봉

(196m)이, 서측에는 대규모의 염전이 분포하여 인천시와 

경계를 이룸

∙ 동측 접경지역의 급경사인 임야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평지와 경사도가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된 동고서저형의 

지형을 이루며, 경사도는 15°이상인 지역이 14.1%에 불과

하고, 10°미만이 81.6%를 차지함

∙ 이러한 지형에 의해서 수계는 도창저수지, 물왕저수지로 집수

되어 하중, 포동 일대의 답작지대에 농수를 공급하고 염전을 

통해 서해로 유출되고 있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34.57 100.0

50m 미만 106.94 79.5

50~100m 미만 21.22 15.8

100~200m 미만 6.11 4.5 군자봉, 양지산 등

200m 이상 0.30 0.2 소래산, 마산 등

<표 1-2-2> 지형표고분석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34.57 100.0

5°미만 99.79 74.2

5~10°미만 9.98 7.4

10~15°미만 5.82 4.3

15~30°미만 13.65 10.1

30°이상 5.33 4.0

<표 1-2-3> 지형경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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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수 계

∙ 지방하천으로 시흥시내 총 6개 하천이 지나고 있으며, 총 

연장은 31.38㎞임

∙ 시흥시내 저수지는 총 8개소가 있고, 가장 큰 물왕저수지는 여가

공간으로 주말이면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뒷방울 저수지는 현재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음

시설명 시설규모/수혜면적
위 치

시설관리기관
읍․면․동

신  천 L=5.5km, B=16~18m 대야동 시흥시

은행천 L=5.1km, B=7~9m 은행동 시흥시

계수천 L=0.8km, B=16~19.5m 과림동 시흥시

보통천 L=4.5km, B=12~33m 목감동 시흥시

장현천 L=2.95km, B=13~19m 연성동 시흥시

목감천 L=12.53km, B=14.4~48.4m 목감동 시흥시

소래 저수지 115.20ha 계수동 한국농어촌공사

매화 저수지 52.40ha 금이동 한국농어촌공사

흥부(물왕) 저수지 697.15ha 물왕동 한국농어촌공사

과림 저수지 82.05ha 과림동 한국농어촌공사

칠리제 저수지 70.45ha 금이동 한국농어촌공사

마전 저수지 49.50ha 월곶동 시흥시

뒷방울 저수지 15.00ha 정왕동 시흥시

청룡 저수지 14.00ha 방산동 시흥시

<표 1-2-4> 시흥시 하천 및 저수지 현황

자료 : 시흥시, 시흥시 내부자료, 2010

<그림 1-2-2> 시흥시 주요 하천․저수지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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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연평균기온

시흥시 연도별 강수량

2.1.4 기 후

∙ 시흥시의 기상상태는 기존 시가지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기온은 12.4℃이며,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최고기온은 34.3℃

였으며, 평균 최저기온은 -13.9℃를 기록

∙ 또한 여름과 겨울의 10년 평균 기온차는 48.2℃이고, 연평균 

기온차는 26.3℃로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한서의 차가 큰 편임

∙ 지역여건상 임해성을 띠고 있어 중부지방보다는 동기의 한기가 

다소 온화한 편이고, 강수량은 10년간 평균 강수량 1,329.0㎜, 

최고 강수량은 2003년의 1,514.8㎜로 기록되어 있음

연도
기온(℃) 강수량

(mm)

평균습도

(%)

일조시간

(일)

평균풍속

(m/s)평균 최고 최저

1999 12.6 34.1 -12.5 1,472.5 67.0 2,257.0 2.2

2000 12.3 34.2 -13.9 1,328.8 65.0 2,124.0 1.7

2001 12.1 34.3 -18.3 1,067.2 63.0 2,231.9 1.9

2002 11.7 34.5 -13.3 1,231.7 64.0 2,065.5 2.0

2003 12.3 31.3 -16.2 1,514.8 66.0 1,865.3 1.8

2004 12.8 35.1 -15.9 1,217.0 63.0 2,185.4 2.1

2005 12.0 35.1 -14.4 1,427.7 61.3 2,149.4 2.0

2006 12.9 35.9 -13.2 1,362.7 62.0 1,923.8 2.1

2007 12.9 33.2 -9.9 1,325.0 71.2 1,987.6 1.7

2008 12.8 35.7 -12.1 1,342.9 69.2 2,209.0 1.7

<표 1-2-5> 기상현황

주) 시흥시, 통계연보, 2009

2.2 인문환경적 특성

2.2.1 행정구역

∙ 시흥시는 '89년 시승격시 9개의 행정동과 33개의 법정동 행정

구역이었던 것이 '91~'94년에는 11개 행정동, 33개 법정동

으로의 변천과 동명칭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2003년 행정동 

14개동, 법정동 30개, 2010년 능곡동이 연성동에서 분동되어 

행정동이 15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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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적(㎢)
구성비

(％)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사무소

소재지
비 고

계 134.57 100 14 30 -

대 야 동 9.84 7.3 1 2 대야동 491-3

신 천 동 3.43 2.5 1 1 신천동 765-5

신 현 동 12.59 9.4 1 3 포  동 20-33

은 행 동 5.97 4.4 1 2 은행동 113-9

매 화 동 11.19 8.3 1 3 매화동 77-1

목 감 동 17.58 13.1 1 5 조남동 171-3

군 자 동 18.42 13.7 1 3 거모동 1660-2

정 왕 

본.1.2.3.4동
31.76 23.6 5 2 정왕동 1212-8

과 림 동 7.65 5.7 1 2 과림동 490-11

연 성 동 16.14 12.0 1 7 능곡동 45
능곡동

포함

<표 1-2-6> 행정구역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2.2.2 인구 및 가구

∙ 시흥시의 '08년 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408,164인이며, '89년 

시승격 이후 최근 10년간 평균 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1995년 이후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26.6％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가구수는 '08년 말 151,396세대로 가구당 인구수는 2.59인/

가구를 나타내며, 인구밀도는 3,033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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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및 동별

가 구

(세대)

인 구(인) 인구밀도

(인/㎢)

가구당
인구

(인/가구)
비 고

남 여

1999 94,179 296,161 152,124 144,037 2,259 3.1

2000 103,224 322,457 166,469 155,988 2,453 3.1

2001 112,000 342,351 177,567 164,784 2,581 3.0

2002 122,082 359,072 186,931 172,141 2,706 2.9

2003 131,499 379,336 199,011 180,325 2,831 2.8

2004 138,009 390,933 205,505 185,428 2,909 2.8

2005 143,602 397,983 209,467 188,516 2,961 2.7

2006 147,279 403,648 212,979 190,669 3,001 2.7

2007 148,832 405,428 214,068 191,360 3,013 2.62

2008 151,396 408,164 215,561 192,603 3,033 2.59

대 야 동 13,466 37,791 19,333 18,458 3,840 2.8

신 천 동 16,267 43,344 22,190 21,154 12,636 2.6

신 현 동 4,717 12,802 6,721 6,081 1,361 2.7

은 행 동 10,678 33,488 16,961 16,527 5,609 3.1

매 화 동 5,115 14,205 7,336 6,869 1,269 2.7

목 감 동 4,863 12,747 6,594 6,153 725 2.6

군 자 동 15,984 42,200 21,719 20,481 2,290 2.6

정왕본동 14,813 30,469 18,894 11,575 3,597 2.0

정왕 1동 16,857 36,346 21,007 15,339 5,549 2.1

정왕 2동 12,803 38,634 20,246 18,388 8,032 3.0

정왕 3동 10,230 27,104 14,599 12,505 4,421 2.6

정왕 4동 8,113 25,646 12,776 12,870 4,421 3.1

과 림 동 1,263 2,826 1,786 1,040 369 2.2

연 성 동 16,227 50,262 25,399 25,163 3,114 3.0

<표 1-2-7> 연도별 인구 및 가구변화 추이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주)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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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인구동태

∙ 연도별 출생은 2002년 약 4,996인에서 2008년 4,631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 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비 고

2002 4,996 1,131 2,598 1,319

2003 5,053 1,075 2,682 1,622

2004 4,894 1,130 2,920 1,382

2005 4,519 1,132 3,068 1,385

2006 4,817 1,167 3,182 1,354

2007 4,906 1,168 3,320 1,395

2008 4,631 1,188 3,049 1,282

<표 1-2-8> 인구동태 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2.2.4 인구이동

∙ 총 이동 인구 중 전입은 2002년 8.9만인에서 2008년 7.6만인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이동률은 2002년 

3.7%에서 2008년 -0.5%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1,898명의 전출인구가 증가하는 현황을 보임

연별

총 이 동 시군내 이동 시군간 이동(도내) 시 도 간 순이동 (A-B)

전입

(A)

전출

(B)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2002 89,437 25.9 76,805 22.2 22,450 6.5 32,101 9.3 32,076 9.3 34,886 10.1 22,279 6.4 12,632 3.7

2003 86,863 24.1 75,508 20.9 20,577 5.7 30,886 8.6 30,904 8.6 35,400 9.8 24,027 6.7 11,355 3.1

2004 81,344 21.8 74,273 19.9 23,860 6.4 26,072 7.0 27,725 7.4 31,412 8.4 22,688 6.1 7,071 1.9

2005 82,539 21.6 76,800 20.1 24,755 6.5 26,380 6.9 27,547 7.2 31,404 8.2 24,498 6.4 5,739 1.5

2006 85,480 22.0 86,577 22.3 27,549 7.1 27,762 7.1 31,221 8.0 30,169 7.8 27,807 7.2 -1,097 -0.3

2007 83,365 21.3 87,144 2.0 28,567 7.3 26,133 6.7 29,399 7.5 28,665 7.3 29,178 7.5 -3,799 -1.0

2008 75,974 19.4 77,872 19.9 26,094 6.7 23,889 6.1 25,631 6.5 25,991 6.6 26,147 6.7 -1,898 -0.5

<표 1-2-9> 인구이동 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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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로는 임야가 40.30㎢로 29.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이 

19.42㎢로 14.4％, 답이 18.81㎢로 13.9% 등으로 나타고, 

대지는 10.82㎢로 8.0%, 공장용지가 7.29㎢로 5.4%로 나타남

∙ 기타는 염전, 하천, 잡종지, 구거, 제방 등 전체적으로 1％~3%

내외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목의 총면적이 23.92㎢로 18％

이고, 나머지는 공유수면인 해면부 면적 32.03㎢로 나타남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공장

용지
기타

면적(㎢) 134.57 19.42 18.81 40.30 10.82 14.01 7.29 23.92

구성비(％) 100 14.4 14.0 29.9 8.0 10.4 5.4 17.9

<표 1-2-10>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용도지역 현황

∙ 시흥시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시흥

도시계획구역은 1996년 11월 반월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되어 

166.60㎢가 지정됨

∙ 2010년 기준 시흥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34.57로 주거지역이 

22.61㎢로 16.8％, 상업지역이 1.56㎢로 1.2％, 시화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이 11.07㎢로 8.2％, 녹지지역이 94.42㎢로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개발제한구역이 86.99㎢

으로 시흥도시계획구역의 64.6％를 점유하고 있어 시가화구역 

면적이 과소한 실정임

구 분
시 흥

도시계획구역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용도지역 

미 지 정

면 적(㎢) 134.57 22.61 1.56 11.07 94.42 4.91

구성비(％) 100.0 16.8 1.2 8.2 70.2 3.6

<표 1-2-11>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현황

자료 : 시흥시, 시흥시 내부자료, 2010

주) 시흥시 도시계획구역 면적 134.57㎢는 통계연보(2009)의 지적상 면적 기

준이며, 실시계획 승인된 시화MTV(현재 매립공사 중으로 지적 미등재) 

면적 5.63㎢를 고려할 경우 용도지역 총면적은 140.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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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환경적 특성

2.3.1 도로 및 교통

❏ 도로 현황

∙ 시흥시에는 제2경인, 서해안, 서울외곽순환, 영동고속국도와 최근 

개통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46.74km의 5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 국도 39호선, 국도 42호선, 국도 77호선 등 3개 노선과 지방도 

301호선이 지역간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함

구 분 도 로 명 기 능 연 장(m) 폭 원(m) 비 고

고 속 

국 도

제2경인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6.41 40

제3경인고속화도로 도시고속도로 13.20 40

영동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8.72 4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14.02 40

서해안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4.39 40

국 도

국도 39호선 주간선도로 16.25 35

국도 42호선 주간선도로 16.83 40

국도 77호선 주간선도로 7.53 40

지방도 지방도 301호선 주간선도로 5.82 30

<표 1-2-12> 도로 현황

자료 : 시흥시, 도로정비기본계획, 2009

∙ 2008년 말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총연장 

623,640m 중 고속국도는 32,330m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국도가 41,072m로 6.5％, 그리고 시도가 531,218m로 

85.1％의 구성비를 보임

∙ 한편, 도로포장율은 시도가 83.7％의 낮은 수준을 보였을 뿐 

시흥시 전체로 볼 때 84％의 도로포장율을 나타냄

∙ 또한, 가로망 중 주요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국도는 넓은 

폭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통량의 과다로 인해 일부구간

의 지체현상도 발생되고 있으며, 도로폭의 변화가 심하고 

미개설로 인한 Missing Link 발생으로 기능발휘가 곤란함

구 분
합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연 장
(m)

포장율
(％)

연 장
(m)

포장율
(％)

연 장
(m)

포장율
(％)

연 장
(m)

포장율
(％)

연 장
(m)

포장율
(％)

2005 612,465 83.68 32,330 100.0 39,915 100.0 19,020 30.6 521,200 83.4

2006 614,642 83.7 32,330 100.0 33,545 100.0 19,020 30.6 529,747 83.6

2007 614,642 83.7 32,330 100.0 33,545 100.0 19,020 30.6 529,747 83.6

2008 623,640 84.0 32,330 100.0 41,072 100.0 19,020 30.6 531,218 83.7

<표 1-2-13> 도로포장 현황

자료 : 시흥시, 도로정비기본계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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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현황

∙ 시흥시내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연결된 안산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정왕역, 오이도역 등 2개의 전철역이 설치되어 있음

∙ 부족한 대중교통망 현실에서 시흥시는 전철이 시내버스와 함께 

대중교통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철도망의 비중은 

낮은 편임

∙ 오이도역으로부터 월곶, 소래, 인천 남동 및 송도를 연결하는 

수인선 복선화 전철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시흥시 도시

철도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소사~원시간 전철, 광역철도망인 신안산선이 개설될 경우 

철도의 비중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흥시의 

교통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노 선 구 간 최소가능시격 설정열차횟수
운행시격

오전RH 오후RH NH

안산선

금정∼산본 4 274 5 6 7.5

산본∼안산 4 271 5 6.6 9.5

안산∼오이도 2.5 204 9.2 9.2 14.1

<표 1-2-14> 시흥시 도시철도 현황

자료 : 시흥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2009

∙ 전철역 이용현황으로 2008년 현재 정왕역은 평일 승․하차 

이용객이 14,920인/일, 오이도역은 10,849인/일을 나타냄

∙ 정왕역은 평일의 이용객이 많은 반면, 오이도역은 주말 이용객이 

많으며 전철 이용현황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정왕역

승 차 6,596 6,702 6,986 7,052 7,276

하 차 6,631 6,972 7,302 7,410 7,644

합 계 13,227 13,674 14,288 14,462 14,920

오이도역

승 차 4,524 4,660 4,849 5,129 5,429

하 차 4,468 4,696 4,888 5,204 5,420

합 계 8,992 9,356 9,737 10,333 10,849

<표 1-2-15> 일평균 광역전철 승하차 인원

자료 : 시흥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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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현황

∙ 현재 시흥시의 관내 노선에는 시내버스 36개, 좌석버스 7개, 

광역버스 1개, 마을버스 4개, 총 48개의 노선이 운행중에 있음

∙ 시흥시의 주거밀집지역이 전 지역에 골고루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대부분이 인근시에 연계하여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의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버 스

번 호
기 점 종 점

운 행

간격(분)

운 수

업 체

시 내

버 스

20 정왕역 정왕역 20~25

시흥

20-1 오이도역 선부동 13

21 안산역 오이도 15

23 단원구청 월곶포구 15

25 연성초교 오이도역 15

31 신천중 부천역 8

31-5 부천역 포동 60

31-9 부천역 미산동 30

63 소사역 월곶포구 10

1 개봉역 거모동 15~20

화영11-2 여의도 월곶 25~30

39 개봉역 매화동 7~8

21-1 인천 월곶포구 10 용현

22 인천 시화공단 11 원진

30 월피동 오이도 25

경원

30-2 수암동 오이도단지 7~10

30-3 월피동 오이도 30

30-7 연성지구 월피동 20

31-3 부천남역 포동 10

31-7 부천역 산본동 10~15

31-8 금이동 호계동 80

32 호계동
소래한라
아파트

20~30

<표 1-2-16> 시흥시 버스운행 현황



Ⅱ. 지역의 특성과 현황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 29 -

구 분
버 스
번 호

기 점 종 점
운 행

간격(분)
운 수
업 체

시 내

버 스

33 안산본오동 소래포구 80

경원

35 호계동 월곶지구 40

38 부천남역 도창동 10

98 대우6,7차 시화공단 15

55 본오동 오이도 15

61 반월공단 부천역 10

62 오이도역 본오동 6

76 월곶지구 본오동 15

81 안양역 산현삼거리 12 삼영

22 안산반월동 시화공단 6~8

태화123 단원구청 탄도 90

125 시화공단 본오동 5

6639 노온사동 영등포역 8 범일

6640 신정동 연성1지구 8 세풍

시 내

좌 석

510 여의도
시화TR(경기

공대)
30 시흥

1 부천남역 반월공단 20

경원
301

사동본오

아파트
여의도 20

320 반월공단 여의도 27

350 안양호계동 오이도1단지 15

790 옹진구청 영흥도 60~90 신백승

909 시화A단지 수원역 13 성우

광 역

버 스
5601 안산역 여의도 15 경원

마 을

버 스

1 은행동 소사역 7 대운

1-1 시청앞 소사역 10 한사랑

015 부천역 은행단지 8 부흥

018 역곡역 신천동 10 역곡마을

<표 1-2-16> 시흥시 버스운행 현황(계속)

자료 : 시흥시, 도로정비기본계획, 2009

주1) : 시흥시 업체중 마을버스 2, 2-1번 노선은 학생전용 노선이므로 제외하였음

주2) : 시외직행버스 및 공항버스 노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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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설 현황

∙ 시흥시의 현재 주차시설은 145,560면이며, 주차시설 형태는 

대부분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131,868면(90.6％), 노외

주차장이 7,499면(5.2％), 노상주차장이 6,193면(4.2％)임

시 설 형 태 개 소 수 주차용량 (면)
개소당 대수

(대/개소)
구성비 (％)

부설주차장 15,631 131,868 8.4 90.6

노외주차장 90 7,499 83 5.2

노상주차장 8 6,193 774 4.2

총 계 15,729 145,560 - 100.0

<표 1-2-17> 주차시설 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도시계획시설(교통관련 시설) 현황

∙ 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교통시설로는 주차장(노외

주차장)이 251개소, 교통광장, 일반광장 등의 광장이 49개소, 

수인선철도의 정왕역, 오이도역 등임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주 차 장 251 312,383 노외주차장

광 

장

소 계 49 1,869,960

교 통 광 장 26 1,805,528

일 반 광 장 23 64,432

자 동 차 정 류 장 7 169,238

철 도 4 671,270

<표 1-2-18> 도시계획시설(교통관련 시설) 현황

자료 :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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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보유 현황

∙ 차량보유 대수는 현재 149,460대에 달하여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특수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가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나타냄.

∙ 차종별 차량보유대수는 총 149,460대 중 승용차가 107,766대, 

화물차가 31,263대, 승합차가 10,163대, 그리고 특수차가 

268대로서 승용차 구성비가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차량대수에서 차지하는 승용차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임

구 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비 고

2007년
차량대수(대) 147,271 105,580 10,402 31,009 280

구 성 비(％) 100.0 71.7 7.1 21.0 0.2

2008년
차량대수(대) 149,460 107,766 10,163 31,263 268

구 성 비(％) 100.0 72.1 6.8 20.9 0.2

<표 1-2-19> 차량보유 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2.3.2 환 경

❏ 대 기

∙ 시흥시의 대기오염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기준을 약간 상회함

∙ 주변도시와 비교할 때 시흥시의 대기오염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현재도 지속적인 대기환경 보전정책을 추진중임

구 분
아황가스

(ppm)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먼지

(㎕/㎥)

오존

(ppm)

산성비

(ph)

환경기준 0.02 9 0.03 50 0.06 -

2003 0.008 1.00 0.043 76 0.022 -

2004 0.010 0.80 0.035 68 0.020 -

2005 0.009 0.70 0.030 66 0.021 -

2006 0.009 0.90 0.034 86 0.020 -

2007 0.010 1.00 0.035 71 0.023 -

2008 0.008 0.61 0.034 56 0.024 -

<표 1-2-20> 대기오염 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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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이산화질소

(NO2)(ppm)

환경기준

70 50 0.05 0.03

2002 2006 2008 2009 2002 2006 2008 2009

경기도 72 68 61 60 0.028 0.029 0.029 0.028

수원 63 67 54 53 0.031 0.032 0.035 0.035

화성 - 78 70 63 - 0.018 0.017 0.021

부천 79 64 61 67 0.035 0.039 0.039 0.040

광명 63 58 54 57 0.036 0.037 0.041 0.036

안양 74 62 63 56 0.027 0.033 0.034 0.031

안산 78 70 59 54 0.026 0.028 0.030 0.029

시흥 82 75 56 59 0.035 0.033 0.035 0.035

<표 1-2-21> 대기오염도의 비교

자료 : 경인지방환경청, 2003

❏ 수 질

∙ 현재 시흥시의 수질오염 배출시설은 5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누수율 제고 및 정수처리의 고도화 추진, 급수관내 오염원 항목 

자동측정 및 전송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강화필요

구 분

수 질(폐 수)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04 159 - - - - 159

2005 178 - - - 2 176

2006 181 - - - 3 178

2007 181 - - 1 3 177

2008 187 - - 1 4 182

<표 1-2-22> 수질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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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도시계획 현황

❏ 도시계획 및 용도지역 현황

∙ 당초 수립된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상 목표년도 계획인구는 

609천인이며, 현재 주거지역이 17.60㎢로 전체 계획면적 대비 

13.2%를 차지함

구 분
기준

년도

목표

년도
계획인구 현재인구

면적

(㎢)

용도지역
미지정

주거 상업 공업 녹지

2003

2003 2020 609,000

368,223 132.57 10.84 0.82 6.83 107.75 6.33

2004 378,613 132.57 10.84 0.82 6.83 107.75 6.33

2005 387,239 132.57 10.84 0.82 6.83 107.75 6.33

2006 390,477 132.57 14.98 0.82 6.83 103.62 6.33

2007 390,564 132.57 17.61 1.10 6.83 100.70 6.33

2008 392,756 132.57 17.60 1.10 6.83 100.71 6.33

<표 1-2-23> 도시계획 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외국인 제외, 전체면적은 도시관리계획상 면적임), 2009

<그림 1-2-3>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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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현황

∙ 기준년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3.65㎢로 도시계획구역 면적 

대비 70.6%를 차지하고, 2010년 기준으로는 86.99㎢로 도시

계획구역 134.57㎢중 64.6%를 차지

∙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인구는 10,571명이며, 대지는 0.82㎢로서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 0.6%의 비중을 차지함

∙ 도시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2008년 기준에서 볼 때 전체

면적 중 임야가 39.55㎢로 면적대비 42.2%의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대지는 0.82㎢로 전체대비 0.9%를 차지함

구 분
현 황 면 적

동수 가구 인구 계 대지 임야 전 답 기타

2003 11 5,681 27,538 102.73 2.16 41.56 17.02 21.77 20.22

2004 11 6,974 27,738 102.73 1.88 41.01 16.76 20.24 22.84

2005 11 6,926 27,539 101.99 1.63 40.92 16.55 20.19 22.70

2006 11 5,488 11,059 98.70 0.73 40.93 18.88 19.99 18.17

2007 11 5,001 10,968 95.08 0.82 39.55 17.83 18.70 18.18

2008 11 4,898 10,571 93.65 0.82 39.55 17.83 18.70 16.75

<표 1-2-24>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 동, 인, ㎢)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2.3.4 지역경제

❏ 경제활동인구

∙ 시흥시의 노동연령인구는 299,748인(외국인 포함)이며, 경제

활동인구는 186,443인으로 62.2％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며, 산업별 구성비는 1차 산업이 5.2％, 2차 산업이 50.7％, 

3차 산업은 44.0％로 나타남

인 구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

취업
인구

취
업
율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인구
구성비
(%)

인구
구성비
(%)

인구
구성비
(%)

408,164 186,443 73.4 154,797 83.0 8,123 5.2 78,540 50.7 68,134 44.0

<표 1-2-25> 시흥시 경제활동인구

(단위 : 인, %)

자료 : 시흥시, 도시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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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현황

∙ 기준년도 시흥시의 사업체수는 29,739개 이며, 이중 제조업이 

가장 많고,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순으로 가동 중에 있음

구 분
2008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합 계  29,739 146,678

제조업 8,370 74,416

전기․가스․수도사업 5 177

건설업 565 3,365

도매 및 소매업 6,404 19,216

숙박 및 음식점업 4,425 11,964

운수업 2,774 5,546

출판, 영상, 통신업 53 598

금융․보험업 148 1,779

부동산․임대업 1,247 3,438

사업서비스업 148 1,6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5 1.784

교육서비스업 1,147 8,33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43 5,187

기 타 3,665 9,225

<표 1-2-26> 시흥시 기업체 현황

(단위 : 인, 개소)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재정현황

∙ 시흥시의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08년 총규모 769,561

백만원(예산현액) 중 세입결산 총액이 789,309백만원, 세출 

528,335백만원에 이르렀으며, 일반회계는 599,769백만원

으로 76.0％, 특별회계는 24.0％인 189,540백만원으로 나타남

구 분
예산현액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 특별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2008년 769,561 597,725 171,836 789,309 528,335 599,769 465,708 189,540 62,627

구성비

(%)
100.0 77.7 22.3 100.0 100.0 76.0 88.1 24.0 11.9

<표 1-2-27> 세무회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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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발전 전망 및 잠재력

3.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3.1.1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 계획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수립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기조 대두에 

능동적 대응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자원문제 심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재해 대응을 위한 국토관리방안 수립 필요

  -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 잠재력 제고와 지역특화

발전 도모

  - 녹색성장의 기반으로서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자원의 적극적 

활용전략 마련 필요

∙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 전방위적 FTA 확산, 초국적 협력․경쟁 증대, 아시아 경제권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하여 국토경쟁력 강화 및 개방형 국토

전략 전략 필요

  - 지역간 산술적 균형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지원․보완할 수 있는 전략마련 필요

  - 초고속․친환경 교통망 시대에 부합하는 국토전략 마련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관리 분야별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을 제시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필요

  - 첨단정보화․유비쿼터스 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국토구조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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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비전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

∙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 실현

<그림 1-2-4> 계획의 기본 틀

❏ 국토형성의 기본목표

➣ 경쟁력있는 통합국토

∙ 개별 지역이 통합된 광역적 공간 단위에 기조한 신국토골격을 

형성하여 지역특화발전 및 동반성장을 유도

∙ 남북 간 신뢰에 기반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되고 에너지․자원 절약적인 친환경국토 

형성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재해에 안전한 국토 구현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역사․문화자원을 우리 국토공간에 접목한 품격있는 국토 조성

∙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매력

있는 국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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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에 물류, 금융, 교류의 거점국가로 도약

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거점 확충

∙ 대륙-해양 연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문기능 강화

❏ 국토공간 형성 방향

∙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기반 강화

∙ 대내적으로는 5+2(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 광역

경제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

➣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

∙ 유라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적극적

으로 활용한 관문국가 역할과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권(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권, 유라시아 대륙권)의 중추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립

<그림 1-2-5> 유라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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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거점역할을 하는 광역

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

∙ 행정구역을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체역량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

하고 각 권역의 중심도시를 고속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적․
포괄적․지속적 성장을 추구

∙ 강 중심의 지역발전 및 하천생태 복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공간구조를 구축

∙ 광역경제권간 교류․연계 강화 및 녹색 국토공간 형성을 토대로 

유라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개방형 녹색

국토｣ 완성

<그림 1-2-6>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6대 추진전략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

∙ 5+2(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강원권, 제주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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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입지 육성

∙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강․산․바다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

∙ 국민과 강이 어우러지는 친수국토 조성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생활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 문화도시 창조

∙ 인구 감소 및 기존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도심재생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제고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체계의 탄력적 적용

∙ 주거수준의 선진화 및 주거안전망 확충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를 통해 국토경쟁력 

강화 지원

∙ 교통수단간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

∙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고부가가치 창출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 첨단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진화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 확장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생태계에 기반한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역량 강화

∙ G20 개발의제 실천을 통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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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별 추진계획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3차원 지역발전전략의 발전적 수용을 통한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 광역경제권 전략 : 특성화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그림 1-2-7>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 초광역개발권 전략 : 개방과 협력의 촉진

    ⋅초국경 시대에 대응한 대외개방형 국토의 신성장축 형성을 

위해 연안지역을 잇는 동․서․남해안 벨트와 남북교류․접경

벨트를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

    ⋅대외개방형 초광역개발권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성과를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내륙 자체의 산업․고유자원을 

활용한 내륙특화벨트를 육성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 기초생활권 전략 : 기본적 삶의 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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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발방향

동해안 초광역개발권

(에너지․관광벨트)

•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 산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 국제관광거점 기반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서해안 초광역개발권

(신산업벨트)

•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 초일류 첨단 산업벨트 구축

•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남해안 초광역개발권

(선벨트)

•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남북교류․접경벨트

(평화에코벨트)

• 남북한 교류협력단지 조성

•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전 및 녹색관광 육성

•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표 1-2-28> 초광역개발권의 개발방향

∙ 5+2(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강원권, 제주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

  - 거점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하는 도시권 육성

<그림 1-2-8> 도시권 육성전략

∙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녹색성장형 농․산․어촌 발전 및 전원적 삶의 질 향상

  -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와 연계한 고소득 일자리 창출

∙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 세계시장을 향한 글로벌 성장거점 육성

  - 지역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도시 육성

  -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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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 육성

  - 3차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그림 1-2-9>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 융복합․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업단지 

정비

∙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와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 국토의 역사문화축 조성을 통한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

  - 문화관광권역별 특성화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 고도(古都) 육성을 통한 국토의 문화경쟁력 제고

  - 지역문화의 진흥 기반 구축과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창조

산업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江․山․海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

  -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체계 구축

  - 강을 중심으로 한 품격있는 국토개조

  - 산을 휴양 및 경제공간의 거점으로 활용

  - 바다를 국민의 고품격 휴식처로 개선

  - 품격있는 국토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



제1편 계획의 기조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 44 -

  - 환경 및 건축디자인을 적용한 품격있는 국토경관 조성

  - 녹색국토 실현을 위한 3G(Green Economy(녹색경제), 

Green Life(녹색생활), Green Environment(녹색환경)) 통합

전략 수립

  - 녹색성장형 국토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 인간과 강이 함께하는 친수 국토공간 조성

  - 하천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 물부족 해소 및 물이용의 다양성 제고

  - 최적의 홍수관리를 위한 전략적 치수대책 수립

  -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적 수자원 관리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공간

  - 기후변화에 강한 방재국토 조성

  - 선제적 방제능력 강화를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

  - 사람 중심의 안심국토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시경쟁력 제고

  - 기존 도심 활력증진을 위한 재생사업 활성화

  - 광역화․다양화되는 도시에 대한 연계성 강화

  - 정보화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U-city 건설

  - 인구저성장 시대를 대비한 도시 내 생활지원시설 확충

∙ 한국형 녹색 문화도시 창조

  - 녹색정비 활성화 및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조성

  - 한국적 문화이미지를 표현하는 도시경관 형성

  -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문화포용정책 수립 및 추진

∙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및 주거수준의 선진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

  - 환경친화적 주택보급 확대와 주거환경의 품격 향상

  - 재고주택의 관리 강화

  - 주택정책 추진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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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가치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선진화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편

  - 통합적 토지관리체계 구축으로 녹색성장 지원

  - 토지시장 기능의 정상화와 관리의 선진화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교통체계 구축

  -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

  - 철도 네트워크 확충

<그림 1-2-10>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 거점도시권내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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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1> 간선도로망 구축계획

  - 육․해․공 통합 연계교통체계 구현 : Intermodalism 교통체계 

구축

∙ 국민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생활 녹색교통 정비

  - 탄소배출 저감형 교통수단 개발 및 관리 추진

  - 기존시설 이용 효율화를 위한 녹색성장형 도로망 및 ITS 

시설 확충

  - 대도시권 대중교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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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

  - 공항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 항만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iz Valley) 구축 및 물류거점 간 

연계 강화

  - 육상․해상․항공 국가물류 정보망 활성화 추진

  - 미래형 첨단 물류체계 구축

∙ 선진 국토정보인프라 구축

  - 국토정보체계 조기 구축

  - 과학적 계획 수립 지원과 지능형 국토정보 구축

  - 국토정보 신산업 발굴과 글로벌화

  -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과 국토정보 보호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의 확장

  - 실질적 활동영역의 확대

  -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특별관리

  - 해저광물․에너지자원 상용화 촉진 및 남극대륙․북극해 과학

조사 투자 확대

∙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해양산업 클러스터(Maritime Cluster) 및 네트워크 구축

  - 관광자원 특성화 및 해양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

  - 해양환경․에너지 산업을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산업으로 

육성

∙ 생태계 기반 통합적 해양자원․공간관리

  - 연안 수계․유역 통합관리체제 확대

  - 해역별․오염원별 관리체계 강화

  - 연안해역 용도제 시행 및 무인도서 체계적 관리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연안지역의 관리 강화

  - 생태계 기반 공간 및 자원 개발 체제 확립

∙ 다차원 해양거버넌스 구축

  - 해양․수산정책의 파트너십 강화

  - 해양국토 e-Governance 실현

  - 국제사회 위상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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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 접경벨트 발전종합계획 수립

  -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과제 강구

∙ 유라시아-태평양 협력기반 강화

  -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함께 여는 글로벌 교통물류 관문국가 

도약

  - 초국경적 지역개발 관련 국제협력 강화

  -‘유라시아개발공동체’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협력

❏ 권역별 발전방향(수도권 : 동아시아 중심대도시권으로 육성)

➣ 기본목표

∙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경제체제 형성

∙ 동아시아 관문역할을 위한 국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녹색성장 선행모델과 문화관광브랜드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확보

∙ 자율적인 광역성장관리체제 구축 및 권역 간 연계협력 강화

➣ 권역의 발전방향

∙ 동아시아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 및 지식산업클러스터 육성

  - 인천시 및 경기도 서해안 일대는 인천공항, 인천항 및 평택․
당진항을 이용하여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용의․무의․시화

지역은 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

  - 환발해만 지역에 대응하여 인천․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시화․
화성지역을 포함하는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 전략기지로 

특성화 발전

  - 문화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과 로봇․바이오, U-헬스, IT기반융합, 고령친화, 신재생

에너지 등 지식기반제조업의 거점으로 육성

∙ 국제 물류인프라 구축 및 교통인프라 기능 확충

  -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을 대외교역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김포공항의 동북아 일일비즈니스셔틀공항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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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한 물류거점과 

지방의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물류간선네트워크 구축

  - BRT,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과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기반구축 

및 활성화 유도

∙ 다핵공간구조 형성과 낙후지역 지원

  - 수도권내 중부․서부․북부․남부별 지역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자족도시권역을 형성하여 다핵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변 

도시들과의 연계성 강화

  - 경기 동북부 지역 및 서해안 일대에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가구 소득 증대 도모

  - 도서 개발, 접경지역 지원 등 분산된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 지원체제로 전환

∙ 환경친화적 도시정비 및 관광경쟁력 강화

  - 기성시가지의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 중추기능의 

재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수변공간을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시민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

  - 노후 항만․공업지역은 신개념 복합산업단지로 재개발하여 

도심형 산업기능의 입지 유도 및 활성화

  -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조력발전소 및 지열발전소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으로 환경친화적 도시발전 유도

  - 수도권의 역사․문화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도심의 전통문화공간을 차별화된 

역사․문화관광자원화

  - 수도권의 전문의료기술과 병원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

기술을 상품화하고 의료와 웰빙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하는 등 여가 및 관광자원을 상호연계

∙ 수도권의 광역행정 협조체제 구축 및 권역간 협력 강화

  -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추진,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

사업 및 광역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광역적 행정협조

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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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지 표 단 위 2009년 2020년

도 시 화 율 % 90.8 95.0

수도권 인구 비중 % 49.0 47.5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7.4 12.5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
9.1

(2008년)
5.5

1인당 주거면적 ㎡
22.8

(2005년 기준)
30.0

상수도 보급률 % 89.4 97.5

<표 1-2-29> 2020년도 국토 지표

3.1.2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 기본방향

∙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 추구

∙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

❏ 4대 정비목표

∙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수도권으로 정비

∙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 추진전략

➣ 수도권 인구 안정화

∙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04년 47.9%)

∙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따른 과잉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설정

  - 서울특별시 980만명, 인천광역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수도권의 초록도시화를 추진하여 친환경 정주공간을 조성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가 및 문화공간을 확충

∙ 공장, 군부대, 교정시설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

∙ 低발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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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 지역별 특성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추진

∙ 수도권에 형성된 산업 클러스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강구

∙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SOC 확충

➣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수도권 규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 단기적으로는「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시책 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

❏ 공간구조 개편

➣ 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

∙ 통근권과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경기지역에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형성

※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

-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

∙ 중심도시의 집중적 육성․정비로 도시권별 자족성을 제고

➣ 수도권에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형성을 유도

수도권의 산업특성화 배치전략

• 서울 및 주변지역

  :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

• 수원․인천지역

  :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

• 경기 북부지역

  :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

• 경기 동부지역

  : 전원 휴양벨트

• 경기 남부지역

  :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

<표 1-2-30> 수도권의 산업특성화 배치전략

➣ 서울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를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

➣ 수도권내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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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 정비방안

∙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은 권역별 규제시책을 유지

  - 다만, 공공기관 종전부지, 노후공업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

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 보완

∙ 중장기적으로 현행의 권역제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계획관리체제」로 전환

  - 수도권 관리목표 및 상세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NGO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가버넌스 개선

❏ 개발사업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관리

➣ 주택 및 택지

∙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5% 수준으로 제고 ('04년 94%)

∙ 소규모․개별사업 위주로 진행된 기존 도심지 재개발 방식을 

개선한 광역개발 방안을 강구

∙ 신규개발지는 서울 인근지역의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연담화가 되지 않도록 고속교통시설 설치와 연계한 외곽지역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

➣ 공업용지 공급 

∙ 공업용지 공급시책의 전환

  -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으로 관리

  -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여 관리

∙ 산업단지 공급

  -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

∙ 노후공업지역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

∙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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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장

∙ 공장총량제 등 현행 공장규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

∙ 수질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현행

대로 유지하되,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 계획적 관리

방안 강구

➣ 대  학

∙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억제하되 접경지역으로 대학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지원하되, 수도권 시책에 부합

하는 범위내에서 추진

➣ 공공기관 청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청사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

∙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수도권 관할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규입지를 금지

➣ 대형 건축물

∙ 서울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제도를 중장기적

으로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종전대지 관리

∙ 행정․공공기관 및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이 이전한 종전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

➣ 대규모 개발사업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도권 심의제도를 내실화

  * 택지 100만㎡이상, 공업용지 30만㎡이상, 관광지 10만㎡이상

- 신규개발 도시의 자족성 제고를 위해 택지개발시 업무 및 

생산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적 개발을 유도

∙ 자연보전권역

- 난개발․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와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택지규제를 개선(개발총량은 불변)

  * 상한규제 → 하한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

- 관광지 조성규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현행 6만㎡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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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 철도망

- 전철 수송분담율을 2020년까지 40%로 제고('02년 23.6%)

- 급행열차 운행확대 등을 통한 철도망 이용의 효율 제고

∙ 도로망

- 남북 7축, 동서 4축, 3개 순환망(7×4+3R) 간선도로망 구축

-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

(BRT) 노선을 구축(총 22개 노선 540㎞)

<그림 1-2-12> 광역철도망 / 광역도로망 구상

∙ 공항, 항만, 물류시설

- 인천국제공항을 확충하고, 인천항 및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

- 의왕, 군포 물류기지를 확장하고,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

기지를 추가 건설

∙ 용수공급

- 댐 연계운용과 수요관리의 병행을 통한 용수의 안정적 확보

- 광역상수도 물 배분 체계 조정으로 수도권북부의 물 부족 해소

- 해안도서지역 및 농촌지역에 대한 물 부족 해소방안 강구

Ø 환경보전과 관리

∙ 대기질

- 2014년까지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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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질

-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Ⅱ등급에서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

- 한강수계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

총량제 실시를 의무화

∙ 폐기물

-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및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

∙ 녹 지

- 지자체별로 계획기간 중 확보해야 할 녹지총량 목표 설정

-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적인 녹지생태축 형성을 추진

<그림 1-2-13>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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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09)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배경

Ø 도시광역화 진행

∙ 1990년대에 들어와 서울 및 인접지역 시․군의 인구성장은 정체

하기 시작한 반면, 서울 반경 30㎞ 외곽에 위치한 시․군의 인구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서울로의 통근권 범위(통근율 

5% 이상)가 40㎞까지 확대되고, 경기도 시․군의 직주비율

(job-housing balance)이 낮아지는 등 서울 중심 단핵공간

구조가 보다 심화되고 있음

∙ 1980~2000년의 20년 동안 시가지 면적(지목상 해당 토지

면적의 합)이 673㎢에서 1,092㎢로 1.6배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구역 지정 개소수도 증가하고 도시계획구역 

총면적도 확대되어 왔음

  ※ 2000년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1.7%인 3.725㎢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개발

되는 준도시지역도 1994년 226㎢에서 1999년 255㎢로 

29㎢ 증가하여 왔음

Ø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광역도시계획수립

∙ 1999년 7월 확정 발표한 정부의「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기로 한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설정하였음

  ※ 제도개선방안 연구과정에 자문역할을 한 영국의 TCPA

(도시․농촌계획학회)는 광역도시계획수립을 통해 개발제한

구역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하였음

∙ 1999년 9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건설

교통부의「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나, 실제 계획수립을 진행하면서 지침

보완이 필요하거나 일부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재검토하여 

2001년 9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부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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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2009)의 배경

Ø 수도권 지역경제활성화

∙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에 의해, 수도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여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키로 결정

하였음

∙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T, BT, ET 등의 

성장동력산업, R&D 및 의료산업의 거점을 육성하여 경제위기 

이후 미래의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산업거점과 연계된 녹색형 주거지 조성, 녹색교통망 

확충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서민 주거복지 확대

∙ 서민들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많은 도심지는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의 거주가 어렵고, 민간이 주로 추진하여 

안정적 공급에도 애로가 있으며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은 

직주분리, 교통수요 유발, 조성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

∙ 도시내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서민주택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개선

∙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각종 불법 시설물이 

난립하여 오히려 녹지를 훼손하고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훼손된 녹지를 복구․정비하여 시민의 

친환경적 여가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해제를 허용하는 한편 해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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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목표와 전략

Ø 목  표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Ø 전  략

∙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

- 지식기반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R&D 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비지니스 기반을 확충하여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

-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단핵집중의 수도권 공간

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별 다핵화와 연계된 

산업배치를 통하여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생활권을 형성

∙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을 설정

-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가 어려운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통해 도시내 자족기능 확보 및 공간구조 개선에 

활용

∙ 광역 생태녹지축을 구성하고, 녹지 및 여가공간과 연결되는 

생태여가․관광벨트를 구축

- 서해안 및 한강 등의 수변공간,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지역, 

수도권 동부의 산악지대 등을 연결하는 생태여가․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여가자원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

하고 여가행태 다양화에 대응

∙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

∙ 광역시설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기질․수질․생태계를 보전하는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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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지표

Ø 인 구

∙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도권의 목표인구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한 2,375만명 이하가 되도록 유도하고, 

관리인구로 설정된 2,740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계획 

등을 관리

Ø 가구수 및 주택수

∙ 핵가족화와 1인가구 급증으로 2020년에는 1990년대 중반의 

일본 도쿄(東京) 대도시권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당 2.64인까지 

감소하여 총가구수는 99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주택보급률 계획지표는 추정에 의한 예측지표가 아닌 목표로 

활용되는 계획지표로서 현재 수도권의 여건 및 관련계획을 

감안하였을 때,“주택종합계획(2013~2012)”및“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15%로 설정

❏ 공간구조 구상

Ø 주요 정책과제

∙ 서울 의존형 단핵공간구조의 개편과 자족도시권 형성

∙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개발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남북통일과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공간구조 개편

Ø 공간구조개편 구상

∙ 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 교통축 중심의 개발축 설정

∙ 녹지축 설정

Ø 지역별 다핵화

∙ 수도권 동북․서북․서남․동남․남부지역, 중추관리지역 등 총 6개 

지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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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4> 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도

∙ 수도권 서남권역

- 1차 거점도시 인천광역시를 국제교류관문으로 설정하여 

서울과 연결하는 국제교류 중심축으로 육성하되, 인근지역의 

안양․광명․김포․부천․시흥․안산시의 산업지역과 연계를 강화

하여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통행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지식

산업벨트를 형성함

- 대부도, 시화간척지 등의 서해연안지역과 용유․무의지구 및 

강화군내 해양, 역사, 문화, 전적유적 등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임해관광․레저단지로 조성

- 경기만지역의 해양환경 및 갯벌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해 

연안축을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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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토지이용

➣ 핵심과제

∙ 공간구조개편에 부응하는 지역별 도시성장관리의 강화

∙ 자연환경보전 우선의 계획적 토지이용관리체계의 구축

∙ 지역특성별 도시개발 및 정비 추진

➣ 전략 및 실천계획

∙ 중부지역 등 5개 지역 구분을 통해 토지이용 및 정비방향 설정

- 경기도는 인접 광역지자체인 서울시 및 인천시와 협의 하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4개 지역별 개발 및 

정비전략을 보다 구체화하는 지역별 계획관리지침(중추

관리지역 제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시군별 도시기본

계획 수립․심의 시 도시화예정용지의 개발을 조정

구 분 시․군 거점도시

중부지역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과천
주핵도시(서울)

서부지역 인천, 김포, 시흥 1차 거점도시(인천)

남부지역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1차 거점도시(수원)

2차 거점도시(평택)

북부지역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2차 거점도시(파주, 동두천)

동부지역 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이천, 여주 3차 거점도시(남양주, 이천)

<표 1-2-31> 수도권내 5개 지역 구분

∙ 서부․남부․북부․동부지역도 차별화된 개발밀도로 성장관리

- 4개 지역의 도시성장은 2020년 수도권 관리인구 2,740만인 중 

2000년 현재 중부지역 인구(1,337만인)을 제외한 1,403만인을 

전망기준으로 하여 현재 인구비중과 추세인구(시군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장기발전계획에서의 검토인구) 및 개발축을 

고려하여 관리

- 4개 지역은 보다 쾌적한 밀도 수준하의 도시성장으로 관리해 

가기 위하여 서부지역․남부지역․북부지역은 150인/ha 내외로, 

동부지역은 100인/ha 내외의 개발밀도로 시가지 개발 및 

정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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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용지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 도시성장을 관리

∙ 보전용지 이외의 토지는 기 지정된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용지, 도시화예정용지, 기타용지로 구분하여 토지이용을 관리

∙ 도시용지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

- 1인당 주택연상면적은 현재의 평균 20㎡ 수준에서 33㎡로 

제고하고, 도시용지내 인구밀도는 현재 240인/ha에서 170

인/ha 내외로 저밀화를 유도

- 기존 시가지내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시설을 선별하여 이전하고, 이전

적지에 공공시설 설치를 도모

- 준공업지역내 도시형산업을 보호하고 공장 이전적지에 대한 

고밀도 아파트 단지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관리를 강화

∙ 도시화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체계 확립

∙ 서부지역의 개발 및 정비전략

- 김포․강화 연안생태계에서 시흥북부와 광명서부로 연결되는 

서부지역 주요 녹지축의 보전을 위하여, 인천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녹지를 보전형 녹지축으로 설정하여 관리

- 인천과 김포 및 시흥의 연담화 방지를 위해 매립지의 농업적 

토지이용을 보호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인 시흥 

폐염전의 개발계획수립시에 서해연안 시화 폐염전과 시흥 

기성시가지 남부, 그리고 중부지역 광명서부로 이어지는 

광활한 녹지체계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 시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적 토지이용과 산재된 도시

지역의 도시적 토지이용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제한

구역내 농업경영환경을 훼손하는 도시적 토지이용을 차단

-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창고용도 활용 등 부적격한 토지이용은 

대부분 산업 및 물류용지 공급의 부족에 따른 것이므로 계획

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활용은 이를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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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경관 및 여가

➣ 녹지관리

∙ 핵심과제

- 광역녹지축의 설정과 녹지의 연계성 강화

- 도시 내 녹지창출과 광역녹지축과의 연계

- 도시녹지관리체계 구축

∙ 전략 및 실천계획

- 주 녹지축과 도시내부 녹지를 연결하는 부 녹지축의 설정

- 광역녹지축의 적극적인 연결과 관리

- 기존 산림과 공원녹지의 연결 강화

- 도시 내 녹지량 확충과 공원 조성 확대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

- 녹지보전 및 확충을 위한 기준강화

 ➣ 경관관리

∙ 핵심과제

- 자연경관의 보전과 관리체제 강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성 있는 경관 창출

∙ 전략 및 실천계획

- 자연경관 우수지역의 보전을 강화

- 시각축 경관의 종합적 관리 및 활용 강화

-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기법의 도입과 적용

- 개성 있는 농촌 및 도시경관의 보전과 형성

- 경관요소별 관리와 경관기본계획 수립

➣ 여 가

∙ 핵심과제

- 여가․관광권역의 설정과 관광벨트 구축

- 지역별․지자체별 관광상품 개발

- 여가관광공간의 확충 및 정비와 관리

∙ 전략 및 실천계획

- 여가․관광권역의 설정과 관광벨트 구축

- 지역별․지자체별 관광상품 개발

- 여가관광공간의 확충

- 여가공간의 정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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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

➣ 핵심과제

∙ 대중교통중심의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

∙ 토지이용과 연계 강화 및 환경친화적 교통시설 확충

∙ 공항․항만시설의 확충 및 정비

➣ 전략 및 실천계획

∙ 다핵분산형 공간체계에 부합하는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운행체계의 개선

∙ 이용자 중심의 종합환승체계 구축

∙ 수도권 종합화물수송체계의 구축

∙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

∙ 교통수요관리정책의 강화

∙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간의 정합성 유지 강화

∙ 종합적인 광역교통행정체계의 구축

∙ 동북아 국제교역기능의 강화를 위한 공항․항만시설의 확충

∙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간선교통시설의 확충

❏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

➣ 핵심과제

∙ 미래를 대비한 충분한 광역시설 확보

∙ 광역시설 설치 및 운영체계의 효율화

∙ 광역시설 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 전략 및 실천계획

∙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확충 및 보호

∙ 물수요 관리정책의 강화

∙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 지역간 상수공급 격차의 해소

∙ 신규 도시개발지역과 기존시가지간 상수배정의 형평성 확보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증설

∙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적 하수처리체계의 구축

∙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 한강 상류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하수처리율 제고

∙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의 개선

∙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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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보완적 폐기물처리체계의 구축

∙ 폐기물처리요금의 현실화

∙ 비도시지역의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체계 구축

∙ 기존 운동장의 특화를 통한 지자체간 보완적 이용

∙ 물류거점시설의 설치

∙ 체계적인 종합물류체계의 구축

∙ 광역적 지역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 행정전산망체계를 활용한 비도시지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방 재

➣ 핵심과제

∙ 일상생활 위주의 종합적 방재대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광역적 수방재 체계의 구축

➣ 전략 및 실천계획

∙ 재해위험도에 따른 지역관리와 광역적 방재정보 전달체계 구축

∙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지침의 수립

∙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을 활용한 방재대책의 마련

∙ 주요하천 및 지천의 광역적 관리를 위한 수방재지침의 수립

∙ 친환경적 우수관리시스템의 도입

❏ 환경보전

∙ 대기질

- 대기질 관리의 광역화 및 체계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기관리체계 구축

-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 수  질

- 유역별 수질개선종합대책 수립

- 하천환경관리 및 지역 소하천 수질개선

- 연안 수질관리 및 해양오염 관리여건 개선

∙ 자연환경

- 자연생태계의 종합적 관리

- 핵심보전지역 설정 및 보전

- 단절․훼손된 생태계 복원

- 친자연적인 생활공간의 창출 및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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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조정

➣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총량 및 조정허용총량

구 분 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국가

기존 해제계획총량 124.507 13.280 6.997 104.230 (46.804)

해제 잔여면적 26.520 1.183 1.336 24.001 (0.796)

추가 해제가능총량 114.496 1.328 2.099 31.269 79.8

향후 해제가능총량 141.016 2.511 3.435 55.270 79.8

<표 1-2-32> 해제가능 총량의 종합

➣ 경기도 권역별 물량배분

권역구분 해당시군
기존해제

계획총량
잔여면적

추가해제

가능총량

향후해제

가능총량

남부권역
수원,성남,안양,과

천,군포,의왕,용인
20.692 5.862 1.994~2.992 7.856~8.854

서남부권역
광명,화성,시흥,

안산,부천
31.473 9.940 10.233~15.349 20.172~25.289

서북부권역 고양,김포 15.162 1.107 3.241~4.862 4.348~6.968

동남부권역 하남,광주,양평 10.965 0.792 3.339~5.008 4.131~5.801

동북부권역
남양주,의정부,

양주,구리
25.938 6.301 6.208~9.312 12.509~15.613

<표 1-2-33> 경기도 권역별 물량배분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방향

∙ 해제되는 지역은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유도

∙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생태친화적(Eco-friendly)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

∙ 연구단지에는 신재생 에너지 등 Green-Tech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산업단지는 저공해 단지로 개발하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중소업체들도 저렴한 임대료 등 적은 부담으로 입주

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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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계획의 집행

∙ 광역도시계획에 제시하는 정책사항은 원칙적으로 시․군의 도시

기본계획수립과 도시계획 입안 및 개발사업 등을 유도하거나 

조정하여 추진하며, 도시기본계획 자문 및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통하여 조정권한을 행사

∙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변경 심의시 광역도시계획을 

기준으로 검토

3.1.4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계획의 배경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에 따라 대외개방형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광역경제권을 연계․보완할 수 있는 신국토성장축 

형성을 추진

∙ 이와 관련, 중국 등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해안권을 환황해권의 새로운 산업․물류․관광

거점으로 육성

❏ 추진전략

➣ 국제비즈니스의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국제비즈니스 거점 구축

  - 서해안권의 인천, 황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

으로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국제물류․컨벤션․관광산업 등을 

융합

  -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
추진하여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성과를 인접

지역에 확산

∙ 환황해권 연계 네트워크 조성

- 서해안권이 환황해경제권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개 

시․도와 중국 동부권 주요 도시간 환황해권 파트너십 구축

- 서해안권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체계적인 홍보

전략 마련, 마케팅․브랜드 개발, 지역축제 연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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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 글로벌 전략산업벨트 구축

-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 등 서해안권 주력산업의 구조화 

및 전략산업벨트를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

- 항공산업, 항공․조선․해양 레저산업, 지능형 로봇 및 바이오

산업 등 지역별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신산업클러스터를 조성

- 노후 산업단지 및 산업의 개별입지 지역의 고도화를 통하여 

기반시설 등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고 복합 비즈니스 산업

단지로 조성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재정비) 

사업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글로벌 공급

기지 육성

   -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정비하여 종합 비즈니스 타운, 

첨단산업특성화지구, 주거복지타운 조성 등

∙ 신재생 에너지벨트 조성

- 풍력, 조력 등 서해안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기존 

산업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녹색산업의 거점으로 육성․그린

밸리 및 그린에너지 소재부품단지 조성

- 시흥 토취장과 시화․반월산단의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소재부품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그린에너지 연관

단지 조성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 및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형 주거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확산

∙ 식품산업벨트 구축

- 서해안의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산업화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요 특산․향토식품을 중심으로 식품산업

벨트를 구축

- 대단위 간척 매립지와 해양성 기후 등 양호한 시설원예 

여건을 활용하여 화훼전문 수출단지 및 수출원예 클러스터를 

조성

- 서해안의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산업화하고 마케팅을 강화

하는 등 고부가가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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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 지역별 고유한 자연특성을 토대로 차별화된 권역별 관광거점 

조성

∙ 학습․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형 

관광벨트(강화~군산)를 조성

 ·시흥 글로벌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 구축

   - 시흥 군자지구의 유보지를 활용하여 체류형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

   - 서울대 국제캠퍼스 조성, 서울대병원, 의료관광시설, 

국제의료 훈련시설, 의약학 콤플렉스, BIT Port R&D 

센터 등)

- 서해안의 발달된 해양․농경․선사유적자원 등을 주제로 해양․
농경 역사문화벨트(부안~김제~고창)를 조성

∙ 자연환경의 보전과 활용

- 서해안 고유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을 보전․복원

하면서 체험학습 및 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

-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해안 하구역의 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

➣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 초광역 연계 교통망 확충

- 서해안권의 초광역적, 거점간 원활한 연계 수송을 위한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상생발전 및 시너지효과 

제고

- 새만금 지역과 내륙과의 연결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과 

호남선․전라선을 연계하는 새만금~군산철도를 중장기적

으로 검토

∙ 환황해권 거점항만 조성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 환황해권의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고 국제교역 및 비즈니스 

기능 강화를 위해 거점항만을 조성하고 연계 인프라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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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항만을 포함한 환황해권 '포트 얼라이언스'(Port 

Alliance, 여러 항만들이 항만별 수요와 기능을 감안하여 

기능별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항만주체간 

전략적으로 연계․제휴)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항만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능․역할을 적절히 분담

3.1.5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

❏ 계획수립의 배경

∙ 국가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기도의 비중과 역할을 수행

하고, 경기도와 도민의 비전을 담을 종합계획이 필요

❏ 계획수립의 목적

∙ 광역경제권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

∙ 지역개발․교통․산업경제․문화관광․환경생태 등 부문별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도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참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 및 도민의 비전을 수립

❏ 계획의 개요

∙ 국토기본법 제13조에 의해 수립하는 도 단위 법정계획

∙ 경기도 비전과 전략을 도 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는 계획

∙ 국토계획의 방침을 수용하고 시․군 계획에 지침 제시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전역 : 전체면적 10,186㎢, 인구 1,163만명, 31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0년, 목표연도 2020년

➣ 내용적 범위

∙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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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

∙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

∙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

∙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 비전, 목표, 기본과제의 정립

<그림 1-2-15> 경기도의 미래 비전, 목표, 기본과제의 설정

❏ 공간구조 전략구상

➣ 기본방향

￭ 글로벌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메가경제권 공간구조를 형성, 

경기도가 핵심지역 담당

∙ 수도권을 확장한 메가경제권의 경제, 교통, 도시기능 등의 활동

중심을 경기도가 담당

∙ 중국 및 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한 창구(gateway)를 강화하고, 

이를 내륙축으로 확대

￭ 고속도로 중심의 공간구조를 GTX와 광역철도 중심의 역세권

공간구조로 전환

∙ 저탄소 녹색사회에 부합하고, 수도권 기업 및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GTX․광역철도 중심의 공간구조 형성

∙ 입체적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 밀도를 높이고(Compact 

city), 스마트 오피스 건설 등으로 직주근접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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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심 거점화와 연계형 광역생활권 형성”전략 추진

∙ 서울 중심의 집중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주요 성장축 상에 생산, 

소비, 생활거점을 형성시켜 공간구조의 다중심화를 지향

∙ 권역별 광역생활군을 형성시키고,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생활권간 연계를 강화

구 분 내 용

중심지체계 • 8광역거점 - 6전략거점 - 20지역거점

고차중심지

↓

저차중심지

• 8광역거점 :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

• 6전략거점 : 용인, 안양, 김포, 파주문산, 의정부, 이천

• 20지역거점

발전축

• 경부축(성남~수원~평택~(천안)) : IT․반도체 제조 및 R&D, 교육,

문화기능 중심

• 서해안축(광명~안산~화성~서평택~(당진)) : 전자소재부품․바이오 제조

및 R&D, 신재생에너지산업, 교육, 여가관광기능 중심

• 경의축(고양~파주~김포~(개성)) : 방송문화, 국제교류, 물류기능 중심

• 경원축(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원산) : 여가․휴양․보건,

친환경농업 중심

• 경춘축(구리~남양주~가평~(춘천)) : 여가․체육․휴양, 친환경농업 중심

• 경인비지니스축(김포축 포함) : 국제업무, 물류산업 중심

• 동부내륙축 1, 2축, 북부동서축, 남부동서축

공간구조

전략

•“다중심화 전략과 연계형 광역생활권 형성 전략”추진

  -‘서울의 주변’을 탈피하여“초광역권의 활동중심 지역”으로

역할 전환

  - 성장축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 형성전략

  - GTX, 광역․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완성과 TOD

및 역세권 개발

  - 5+2 광역경제권 충청권, 강원권, 개성권과 연계 강화

<표 1-2-34> 공간구조 형성전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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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기본전략 구상

<그림 1-2-16> 7대 기본전략 구상

￭“과학기술 수도”글로벌 교육․과학․연구 벨트 조성

∙ 경부축상의 과천․안양, 성남, 수원에 조성중인 거점 R&D 시설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 테헤란 밸리, 양재 밸리를 연계한 

삼각 R&D 클러스터 조성

∙ 수원, 성남, 과천 등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을 지식기반 R&D 단지로 유도하여 광역 R&D 벨트 조성

구 분 R&D 특화거점 이전부지 연계활용

교육․과학․연구 거점

(과천/안양/군포)

• 과학지식정보타운

• 안양 벤처밸리

• 과천종합청사

: 교육․과학․연구중심 시설

콘텐츠, SW R&D 

거점

(성남 판교)

• 판교 테크노밸리

• 분당 IT밸리

• LH공사, 한국가스공사 이전부지

  : 분당 IT밸리 확대

•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 판교 테크노밸리 확대

• 법무연수원, 경찰대학 : R&D시설

융복합 R&D 거점

(수원 광교)
• 광교 테크노밸리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 대규모 R&D 복합시설

로봇, 녹색에너지 

산업거점

(안산 ASV)

• 안산 ASV

• 경기 TP, 생산기술

연구원 등

• (89, 90블록) 항공레저부품 개발단지

기타 거점
• 오산 뷰티코스메틱밸리

• 이천 반도체 클러스터
-

<표 1-2-35> 수도권 Grand R&D벨트 개발전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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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경기만”서해안권 신성장산업 전략특구 조성

∙ 동북아 환황해경제권을 선도하는“녹색복합 신성장동력산업 

허브”로 조성하여 대 중국 특구로 발전

∙ 환황해권 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녹색산업의 기지로 개발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첨단녹색농업지역 조성

∙ 환황해권 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산업 육성

∙ 동북아지역 해양 레저․관광의 중심지 형성

∙ 서해안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경기만 SMART Highway 건설

구 분 컨 셉 도입기능/시설

시화․
대송지구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업,

해양레저 거점

• 신재생에너지, IT융합, 바이오, 헬스 등 지역특화

신성장동력 산업

• USKR과 연계한 경기권 해양관광 거점

• 친환경농업 시설

• 국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기반 구축

화성지구

• 친환경농업 R&D,

미래형 녹색산업 

거점

• 친환경 농업단지, 농업연구용지

• 목장용지, 테마농원 등 농업관광 및 해양생태휴양시설

• 미래형 자동차 관련 산업시설

시흥․
안산지구

• 부품소재 R&D

및 생산, 글로벌

교육의료 거점

• 신소재부품개발시설, 국제대학연구시설

• 동북아 경제권 중심의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 조성

평택․
당진지구

• 물류, IT․디스플레이

소재산업 거점

• 물류항만산업, IT․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산업 생산시설

• 국제대학연구시설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및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표 1-2-36> 주요 거점지구별 도입기능 및 시설

￭“신활력 지역거점”경기북부지역 신성장밸리 조성

∙ 섬유, 피혁, 가구산업 외에 새로운 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낙후

지역인“북부권 미래성장의 교두보”형성

∙ 새로운 전략산업 선정은 인접 지역의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기업투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

∙ 인근 파주 LCD 연관산업 유치 및 이전수요 수용을 통해 신규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거점산업단지를 조성

∙ 건강관련 R&D 및 생산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

∙ 섬유, 가구 등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 강화

∙ 경기북부지역 광역교통 인프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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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허브”동아시아 문화 허브 조성을 위한 창조도시 건설

∙ 창조산업 집적지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동아시아 

문화허브로 조성하여 경기도 브랜드 가치 증대

∙ 경기도내 반환공여지와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등 전략개발지를 

활용하여 경기도 도시들을 글로벌 창조도시로 건설

∙ 주요 문화사업 집적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육성

하고, 인근 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하여 클러스터화 추진

∙ 생활 속 문화 생산-소비 거점 개발

∙ 지역특화 문화산업인 도자기산업 집적지를 도자기특구로 육성

∙ 국제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등 시군별 특화발전 추진

￭“글로벌 메가시티”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과 역세권 개발

∙ 수도권 메가시티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통합환승체제를 완성

∙ KTX 및 GTX 망을 완성하여 수도권의 30분대 고속통합통행권 

구축(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1~2020년)에 반영)

∙ 방사형을 보완하는 순환형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도시철도

사업에 의한 지간선 철도체계 구축

∙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 GTX 및 철도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추진

￭“스마트 경기도”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간기반 구축

∙ 직주통근형의 전통적인 일하는 방식 외에 새로운 근무방식의 

도입을 위해 스마트오피스 기반 조성

∙ 스마트 업무 공간 시설에 보육시설, 휴양시설, 학원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생산, 문화, 교육,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녹색도시 

실현

∙ 모바일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주요 통근축상에 모바일 워킹

타운 시범 조성

∙ 주민센터를 활용한 근거리형 스마트 커뮤니티센터 시설 확충

￭“남북 통합경제거점”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통일 대비 기반 조성

∙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통합을 주도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거점을 접경지역의 주요 거점에 조성

∙ 장기적으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의 3하구에 남북통합경제

지대를 조성하는‘(가칭) 3하구 벨트’구상 추진



제1편 계획의 기조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 76 -

∙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 : 평화와 민족화해 공동사업 추진

  - 2단계 : 남북한 교통인프라 연결

  - 3단계 :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특구 조성

  - 4단계 : 한강, 임진강 하구지역을 제2의 서해안벨트로 개발

∙ 파주 LCD 및 IT산업과 개성공단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단지 조성

∙ 접경도시 개념의 남북교류협력도시 건설

➣ 부문별 전략계획

￭ 국제교류 : 세계에 개방된 글로벌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협력 

거점 조성

∙ 국제적 기능,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개방된 경기도 실현

∙ 유기적인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경제, 환경, 문화적 

교류 실현

∙ 지속가능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 산업경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신성장산업의 중심지화

∙ 동북아의 Best GC(Global Competitiveness) 구축

∙ 수도권 광역경제권내 융․복합 산업 중심지화

∙ 지역․산업간 조화로운 발전

￭ 사회복지․안전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경기복지 실현

∙ 민생 5대 불안, 4대 차별 해소로 최적 생활보장

∙ 생애주기별 잠재인력의 역량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 민간중심의 사회공헌 활성화로 사회적 자본 확충

￭ 교 육 : 동아시아 교육 허브, 공부하고 싶은 누구나 찾는 경기도

∙ 더불어 다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정상화 기반 조성

∙ 원하는 도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제공으로 도민 평생학습참여율 

50% 달성

∙ 학교 밖, 학교 내 교육경쟁력 강화와 청년 교육환경 개선

￭ 환 경 :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

∙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30% 감축

∙ 풍부한 생태계, DMZ 등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녹색생활양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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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 : 수도권 광역․녹색 교통체계 완성

∙ 선진 교통체계 확충

∙ 녹색교통환경 구축

∙ 복지교통체계의 마련

￭ 문화관광 : 품격 있는 문화, 아시아 창조산업의 선도지역

∙ 문화소비와 창조의 일상생활화

∙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레저 거점

∙ 독창적 문화콘텐츠 생산과 창조산업 기반 구축

∙ 글로벌 개방사회, 다문화 생활환경 구축

￭ 도시주택 : 매력있는 도시, 더불어 사는 살고 싶은 신생활지역 조성

∙ 생산과 생활공간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최고 수준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 도시지역

∙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지역사회가 화합하는 신․
구도시, 청․장․노년층이 다함께 하는 공생도시 조성

∙ 정보화기기 등 과학기술 발달과 모바일 사회 진입에 부합하는 

녹색․문화․창조도시 건설

➣ 지역별 전략계획

￭ 권역별 발전전략

∙ 경부축권역, 서해안권역, 경의축권역, 경원축권역, 동부권역 

등 5개 권역에 대해 현황 및 장래여건변화, 성장축별 개발전략 

등을 고려하여 총 11개의 핵심전략을 수립함

∙ 또한 권역 내 관련 시, 군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기타 시, 군별 전략계획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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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권역 발전전략

경부권역

(수원, 성남, 용인,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안성)

1.  과천-안양-광교-판교 Grand R&D 벨트

2.  수원화성-용인민속촌-에버랜드 역사문화관광벨트

3.  제2경부고속도로(성남-용인-안성) 주변지역 개발

4.  경기 남부지역 내륙 산업․물류 클러스터

5.  향유와 체험의 녹지인프라 구축

서해안 권역

(안산, 부천, 광명, 

시흥, 화성, 오산, 평택)

6.  시화대송-화성지구 전략특구

7.  안산-시흥-광명권 광역권 개발과 거점도시 조성

8.  경기만 SMART Highway 건설

9.  KTX 광명역 역세권 개발

10. 서해안 글로벌 빌리지 조성(시흥․안산-화성-오산-평택)

경의권역

(고양, 김포, 파주)

11. 고양일산-장항-김포한강-(상암) 디지털방송문화

클러스터 조성

12. 파주 통일경제특구 개발

13. 생활 속 문화․소비 거점 조성

14. 김포, 고양․파주 녹색교통체계(철도망) 및 환승센터 구축

15. 3세대 자연․생태 체험벨트 구축

경원권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군)

16. 동두천-양주-의정부 신발전거점(반환공여지 개발)

17. 경기 북부지역 SOC 확충

18. 경기 북부지역 대학 설립

19. DMZ 평화생태벨트 조성

20. 섬유․패션 산업클러스터 조성

동부권역

(남양주, 광주, 이천, 

구리, 하남, 양평, 여주, 

가평)

21. 경기-강원 여가관광벨트 공동개발(경기-강원 Win-Win

프로젝트)

22. 미래세대 건강관리‘아토피 클러스터’조성

23. 한강 강변문화 실크로드 개발

24. 동부권(경춘선, 중앙선, 성남-여주선) 역세권 개발

25. 구리-남양주-하남 녹색시범도시 벨트 조성

<표 1-2-37> 권역별 핵심전략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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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권 핵심 전략구상

∙ 시화대송-화성지구 전략특구

<그림 1-2-17> 시화대송-화성지구 도입기능 구상도

구 분 컨 셉 면적(만㎡) 이전부지 연계활용

시화

대송지구

• 첨단산업복합의 

해양레저 거점
4,389

• 신재생에너지, IT융합, 바이오, 헬스 등

지역특화 신성장동력 산업

• USKR과 연계한 경기권 해양관광거점

• 친환경농업 시설

화성지구
• 친환경농업 및

관광휴양 거점
4,466

• 친환경 농업단지, 농업연구용지

• 목장용지, 테마농원 등 농업관광 및 해양

생태휴양시설

• 미래형 자동차 관련 산업시설

• 차세대 전자산업

시흥, 

평택

• 부품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거점
-

• 신소재부품 개발시설, 국제대학연구시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산업생산시설

<표 1-2-38> 시화대송-화성지구 전략특구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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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흥-광명-부천 광역권 개발과 거점도시 조성

<그림 1-2-18> 안산-시흥-광명-부천 거점도시 구상도

- 거점도시의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 도시지원축 : 남북간 중심도시간 기능보완(시흥~안산~송산

그린시티)

   ․ 산업지원축 : 전략지구간 기능보완(시화/반월~군자~송도)

- 환승거점의 오피스, 호텔, 문화시설 등 역세권 복합개발

   ․ 소사~원시간, 4호선, 신안산선 환승거점(GTX 연계)

   ․ 토취장부지 개발 : 산업지원(신성장산업, 물류 등)

   ․ 광명․시흥지구 개발 : 광역서비스 지원(상업, 업무, 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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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만 SMART Highway 건설

<그림 1-2-19> 경기만 SMART Highway 건설

구 분 경유지 노선연장 노선의 특징

1구간 당진, 평택 29.7㎞
• 대전~당진, 평택~음성 고속도로에 연결

• 제2서해대교의 건설

2구간
평택, 화성, 

대부도
37.6㎞

•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정체 완화

• 수도권 서부 산업단지, 관광지 접근성 강화

3구간
대부도, 영흥도, 

영종도
41.1㎞

•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남부지역 및 서해안

지역을 직접 연결

4구간

영종도, 김포, 

개성
38.2㎞ •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강화), 개성을 연결

• 4-1구간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14.4㎞) 공용영종도, 강화, 

개성
43.0㎞

<표 1-2-39> 경기만 SMART Highway 노선구간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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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광명역세권 개발

<그림 1-2-20> 광명 KTX역세권 활성화 구상도

- KTX 광명역세권 복합타운 개발

   ․ 위 치 :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일반상업지역)

   ․ 용 도 : 업무, 숙박, 판매, 교육연구,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 면 적 : 72,472㎡

- 광명역세권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 위 치 : 광명역세권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 유치업체 : 400여개 업체

   ․ 면 적 : 31,496㎡

- 외국기업(차이나텔 그룹) 투지유치

   ․ 위 치 :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 투자시설 : LED 클러스터 단지조성(아파트형 공장 및

R&D시설)

   ․ 면적 :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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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 글로벌 빌리지 조성(시흥․안산-화성-오산-평택)

<그림 1-2-21> 시화-화성-평택-오산 서해안 글로벌 빌리지 조성

구 분 면 적(천㎡) 사 업 내 용

글로벌 

빌리지 시범 

조성

-
• 안산, 시흥, 화성, 평택, 오산 등(공모사업)

• 국제교류, 다문화 전시 체험관, 공연장, 쇼핑거리 조성

고덕국제 

신도시
17,480

• 국제평화도시 조성

• 다문화특구 조성

<표 1-2-40> 글로벌 빌리지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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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발전방향

- 환경친화적 정주환경을 갖춘 생명도시

- 광역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이 편리한 생명도시

- 첨단 R&D 기능을 연계한 지역경제 중심의 생명도시

- 매력적인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나아갈 생명도시

- 평생학습이 가능한 교육 생명도시

∙ 시흥시 전략계획

- 옛염전지구 개발

- 행정타운 잔여지구 개발

-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 도심 속 생활체육벨트 조성

-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3.2 문제점과 잠재력

3.2.1 문제점

❏ 도시기능 및 공간구조

∙ 수도권 확산에 대비한 순환성장축 기능 및 도시의 중추관리

기능, 첨단산업 및 R&D 관련산업, 3차산업의 발달이 부진

∙ 인천, 안산, 부천 등 주변도시와 비교시 상대적 경쟁력 미약

∙ 자연발생적 기존 시가지와 산발적 개발로 인한 체계적 공간

구조 및 도시발전의 중심축 체계 부재

∙ 시화공단 주변의 신시가지와 기존의 구시가지의 2원적 도시

구조로 인한 생활권간의 상호 연계성 형성 곤란

❏ 토지이용

∙ 시흥시 토지이용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가용 토지자원의 절대적 

부족현상 심화

∙ 주변지역에서의 인구유입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지속적 

인구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자원 개발계획의 

미비

∙ 주변의 신규 개발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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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 도시 구조적 측면

- 자연발생적 시가지 형성에 의한 무계획적 가로망의 운영으로 

기존 시가지내의 교통환경 열악 및 기존 시가지와 신규 

개발지와의 지역 간 교통연결체계의 미흡

∙ 도로 시설적 측면

- 동서 및 남북측을 형성하는 간선가로의 교통수요 폭증에 

따른 지역 간 교통량의 과다로 심각한 교통장애 초래

- 개발제한구역내 산재 분포한 취락지들 간의 연결 가로망 

부족으로 도시 내 연결성 미비

- 시외 유출입 지점의 병목현상에 의한 교통정체

∙ 주 차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노상․노외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노상 

불법주차의 감행 등에 의한 교통장애를 초래, 주차 및 교통 

환경의 악화현상 심화

∙  기 타

- 도시 내 순환선의 절대적 부족, 도시철도의 연계 수송체계 

및 대량수송수단의 미흡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수준 열악

- 도로선형, 교차로 기하구조의 불량과 여객 및 화물터미널 

등의 대규모 교통시설물 전무

❏ 공원ㆍ녹지

∙ 수변공간 및 연안부를 활용한 공원․녹지공간의 조성 및 개발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녹지공간의 부족

∙ 자연녹지의 비율은 매우 높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위한 실질적 시민휴양, 휴식

공간 확보 및 조성사업 불가

∙ 기존 시가지와 매립사업에 의한 해양부를 연결하는 녹지축의 단절

❏ 생활환경

∙ 각종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에서의 인구유입에 의한 인구증가 

등 도시의 외형적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환경 및 복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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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상수도 수원확보대책의 별도 수립 추진 및 안산시와 공동 

이용하는 통합정수장의 설치 필요

∙ 하천 등의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예상 및 시화공단 내 

하수처리장의 용량 증설, 처리수질의 개선 필요

∙ 시화담수호는 정부투자기관에 의해 개발, 관리되고 있고 행정

구역은 3개 시․군에 걸쳐있어 수질의 보전 및 이용에 있어 

통합적 유지관리의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과다로 인한 수도권 개발축에서의 소외

∙ 2010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86.990㎢로 시흥시의 도시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 법적규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개발축에서 제외되어왔음

❏ 개발제약에 따른 국책사업 이외의 주거용지 확보 한계

∙ 1996년 이후 시화산업단지 조성, 은행․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를 경험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이라는 법적한계에 따라 기성시가지가 과밀화 되어 왔으며, 

이의 해소를 위한 계획적 개발여력은 사실상 국책사업 이외

에는 부재한 실정

3.2.2 잠재력

❏ 거시적 측면

∙ 제2․제3경인, 서해안, 서울외곽순환, 영동 등 5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제2외곽순환선 도로 일부개통 등으로 광역적 접근성은 

매우 양호하며, 수인선 복선화와 소사~원시간 전철, 신안산선, 

제2공항철도 계획 등 4개 노선의 광역전철로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될 전망임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지식․첨단산업 융․복합벨트, 그린밸리, 그린에너지 소재

부품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임 

∙ 시화MTV 등을 통한 서부산업권의 중추적인 중심도시 및 공업

단지의 배후지원 도시로서의 기능 수행

∙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신산업도시로 인천, 안산, 부천, 안양 

등 주변의 인접 도시와 광역적 지역경제권을 형성, 상호기능 

분담을 통한 연계개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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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철망의 확대, 고속도로의 개설로 통근, 통학을 비롯한 

문화경제활동과 서비스 활동의 제 측면에서 주변도시와 활발한 

상호교류 기대

∙ 송산그린시티 및 송도신시가지 개발 등의 대규모 사업과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광명고속철 역세권개발 유발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어 개발파급효과에 따른 도시의 

발전 기대

❏ 미시적 측면

∙ 서해와 인접한 신공업도시로 계획적 개발에 의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나,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향후 

안정적인 도시구조의 유지․관리 가능

∙ 시화방조제의 완공으로 대규모의 담수호가 형성되어 다목적 

개발 이용이 필요하나, 청정유지가 시흥 및 안산시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예상

∙ 인구의 연령구조상 20~39세의 인구가 전체의 약 39％를 차지

하고 있어 활력 있는 도시형성이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등의 

녹지자원과 서해의 수상자원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쾌적한 전원형의 도시개발에 유리

❏ 부문별 도시개발 잠재력

➣ 도시기능 및 공간구조

∙ 향후 21세기 서해안 산업축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기능의 도입으로 비교 우위적 도시기능 창출

∙ 연안부의 매립지 개발 등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토지자원에 

첨단산업 및 R&D 기능의 산업유치

∙ 산발적이며 2원적인 공간구조의 개편 및 정비로 도시기능 

중심의 연합형 도시공간구조 형성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체계의 구축

∙ 부적격 기능의 시설이전에 따른 도시기능 보완과 집적효과의 

창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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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 기 매립된 토지에 대한 다양한 기능도입으로 신개념의 도시

기능 창출 모색

∙ 연안부의 매립을 통한 개발가용지의 확보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등의 조성 가능

∙ 옛염전, 군자지구 등의 토지자원을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활용 가능한 토지자원으로의 

발굴을 위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 및 기술적 조사․
방안 모색

➣ 교 통

∙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고속국도, 국도 및 지방도, 철도 

등의 완공시 원활한 교통연계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며, 주요 

간선가로망의 확충으로 교통류의 분산처리 가능

∙ 미개설도로의 조기건설 및 협소한 도로의 확충으로 지역간 

연결성을 제고하고 신규 사업지의 개발시 충분한 교통시설 

공간의 확보

➣ 공원ㆍ녹지

∙ 개발제한구역의 양호한 녹지공간의 보존적 차원에서의 활용

방안 강구

∙ 연안부 및 간석지, 매립지 등을 활용하여 이용성 제고를 위한 

공원․녹지시설 입지의 단계적 추진

∙ 도시가 갖고 있는 자연자원과 인위적 관광자원의 활용과 

개발을 통한 관광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보유(내수면~공유수면

(갯벌)~해양)

➣ 생활환경

∙ 신규 개발 등을 통해 미약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부족한 

생활편익시설 해소 및 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