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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심 및 주거환경

1. 현황 및 문제점

1.1 현 황

1.1.1 주택보급 현황

∙ 시흥시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102.2%로 가장 높았으나, 가구수 

증가를 주택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주택보급률은 점차로 감소되고 

있으며, 2008년 84.0%로 주택보급률이 급감을 한 이유는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2008.12.30)을 적용하였기 때문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 구(인) 378,613 387,239 390,477 390,564 392,756

세대수(세대) 138,009 143,602 147,279 148,832 151,396

세대당인구(인/세대) 2.8 2.7 2.7 2.6 2.6

가구수(가구) 106,421 97,511 102,483 107,059 153,897

주택수(호) 107,462 99,691 102,099 102,382 129,239

주택보급률(%) 101.0 102.2 99.6 95.6 84.0

<표 2-4-1> 주택보급 현황

주)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임, 외국인수 제외

    세대수는 외국인 세대수 제외

    가구수 = 총가구-(단독가구+비혈연가구+집단가구+외국인가구)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1.1.2 주택유형별 현황

∙ 2007년말(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 적용전) 시흥시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 연립(다세대 주택 포함) : 단독 = 

74.7% : 17.2% : 8.1%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107,462 99,691 102,099 102,382 129,239

단독주택 8,469 7,997 8,996 8,180 31,878

공동주택 72,131 73,415 75,748 75,807 78,673

연립주택 743 952 952 952 952

다세대주택 26,119 16,387 16,403 16,503 16,796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 - - 940 940

<표 2-4-2> 주택유형별 현황

(단위 : 호)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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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아파트 규모별 공급 가구수

∙ 현재 신규아파트는 실수요자를 위한 소규모 아파트의 공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시흥시의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40~85㎡의 소형아파트의 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동 수 59 8 62 152 124

규모별 가구수 3,694 437 2,723 13,370 9,321

40㎡미만 1,946 41 - 5,241 2,505

40~60㎡ 1,008 195 87 3,853 2,904

60~85㎡ 739 201 1,408 3,936 3,404

85~135㎡ 1 - 976 336 508

135㎡이상 - - 252 4 -

<표 2-4-3> 아파트 규모별 공급 가구수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1.1.4 저소득층 주민현황

∙ 2008년 현재 전체 가구수(153,897 가구)중에서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구가 3,356가구로 2.2%의 수준으로 보증 또는 무보증 

월세 및 사글세 형태로 주거의 안정성 확보가 요구

연 도
합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004년 2,693 5,027 2,588 4,791 1 60 105 176

2005년 2,891 5,422 2,802 5,200 2 89 89 133

2006년 3,001 5,662 2,920 5,447 2 95 81 120

2007년 3,174 5,730 3,136 5,470 2 110 38 150

2008년 3,356 5,896 3,307 5,731 2 84 49 81

<표 2-4-4> 기초생활대상자 현황
(단위 : 호, 인)

주) 가구는 일반, 특례수급자, 인원은 일반, 시설, 특례수급자 포함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2008년 동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신천동이 

1,166인, 대야동이 622인, 정왕1동이 553인, 은행동이 367인

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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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

합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시설수 인원 가구 인원

2008 3,356 5,896 3,307 5,731 2 84 49 81

대야 374 649 365 637 - - 9 12

신천 635 1,172 619 1,141 - - 16 31

신현 168 287 168 287 - - - -

은행 158 292 155 287 - - 3 5

매화 107 201 106 168 1 32 1 1

목감 138 293 138 241 1 52 - -

군자 327 597 321 584 - - 6 13

정왕본 353 575 348 568 - - 5 7

정왕1 267 445 265 440 - - 2 5

정왕2 151 269 149 267 - - 2 2

정왕3 171 281 168 278 - - 3 3

정왕4 47 77 47 77 - - - -

과림 43 58 43 58 - - - -

연성 417 700 415 698 - - 2 2

<표 2-4-5> 동별 기초생활대상자 현황

(단위 : 호, 인)

주) 가구는 일반, 특례수급자, 인원은 일반, 시설, 특례수급자 포함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1.2 문제점 진단

∙ 시흥시의 주택보급률은 84%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주택

보급률 산정방안(2008.12.30)에 의하여 주택수에 다가구구분

거처수를 반영하고 가구수는 기존 보통가구에서 1인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며,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을 적용하기 전인 2007년 주택보급률은 95.6%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 주택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시흥시의 주택수요는 1989년 시 승격과 더불어 시작된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시화산업단지 배후주거지 개발에 따라 발생

되었으며, 지속적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이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지속적 인구증가 압력을 해소하기에는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건설용지가 턱없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주거지내 아파트의 고층입지를 유발하였으며, 주택지간 연계망 

등 도시 인프라의 부족 및 산발적 편익시설 입지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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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흥시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최근 환경문제의 대두로 인하여 대규모 개발가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연되거나,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친환경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70년대 이후 물량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주택 공급비중이 증가

되었으며 공급추세가 고층화 단지의 대형화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입주민들간의 분쟁 예방 등 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주택공급의 방향은 공급위주에서 삶의 위주의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현재의 펀치형 도시구조는 필요에 의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 한계로 삶의 질 낙후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

으로 판단되는 바, 체계적이고 규모화된 공급정책을 필요로 함

∙ 향후 택지개발사업 시행 및 대규모 개발가용지의 개발로 주택

보급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목표연도 수용인구에 

필요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지속적 택지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3 주거환경정비 SWOT 분석

∙ 시흥시는 시화공단이라는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갖고 있으며, 

배후주거지 확보를 통한 직주근접의 도시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충분한 개발가용지가 확보되어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의 

충족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녹지공간, 수변공간과 

조화되는 고급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지형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기회요인은 영동고속도로, 제2, 3경인고속도로 등과 소사-

원시간 복선전철 등 전철망 확보로 서울을 비롯한 인근 도시

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주변도시의 수요에 의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주택공급량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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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주거지 수용의 한계로 인해 기성시가지가 과밀되어 

왔으며,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다양한 주거군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은 산재한 주거지와 더불어 

도시 인프라의 공급 부족을 야기시켰으며, 불량한 도시서비스 

기능에 의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온 것이 사실임

∙ 위협요인으로는 소규모의 미개발주거지가 산재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이 어려우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규모화 된 

개발이 제약받고 있는 점, 그리고 기성시가지의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의 시기 도래에 따른 고밀개발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음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직주근접의 실현

․ 대규모 개발 가용지 보유

․ 고급주거수요 충족기능

․ 주거군 다양화 부족

․ 생활서비스기능 미약

․ 기성시가지의 과밀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고속도로, 전철의 확충

․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건설 및 

보급

․ 도시내․외 유발효과 흡수 가능

․ 소규모 미개발주거지 산재

․ 개발제한구역으로 규모화된 개발 

어려움

․ 기성 시가지의 노후화

<표 2-4-6> SWOT 분석

2. 기본방향

∙ 주택 및 택지공급의 확대를 통한 주택수요에 대비

  - 주요 개발가용지의 택지 전환을 통한 주택 및 택지공급

  - 도시성장관리 차원에서 기반시설연동제의 적극적 도입방안 모색

∙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질 제고

  - 기존 구시가지 등 노후불량주거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

  - 공장이전적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 중저밀 개발을 원칙으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도시인프라 병행 구축토록 함

  - 적정 도시밀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반시설연동제 등을 

도입한 시가지의 정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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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족적이고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 적정 개발밀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위주의 공급은 지양

  - 간선도로망 등 도시인프라 구축과 병행하고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토록 유도

3. 추진전략

∙ 기존 구시가지의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 신천동․은행동 구시가지의 경우 지금까지 과포화된 현황이 

보여지고 있으므로 향후 주택공급은 공급이 아닌 관리

위주의 형상 지향

  - 공업단지 이전적지는 도시민의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을 

확보하고 개발밀도의 규제를 통해 과밀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함

  - 시흥시에 산재해있는 공장 난립지역은 매화동의 개발제한

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지는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기능 도입

  - 정왕동 신시가지는 아파트 위주의 배후주거기능으로 향후 

재개발, 재건축을 고려한 개발밀도에 대한 관리지침 마련을 

통하여 향후 개발에 따른 도시과밀화를 미연에 방지

∙ 신규 개발을 통한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 행정업무타운 개발구상지는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인근 

노인의료시설과 연계개발로 실버복지타운 조성

  - 군자지구는 주택․관광․위락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토록 

구상됨에 따라 다양한 주거군을 형성토록 유도하고 해양

경관 스카이라인을 고려토록 함

  - 옛염전부지는 인근 갯골생태공원과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개발방향 모색

  - 토취장부지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서 도입을 제시하고 

있는 그린밸리 및 그린에너지 소재부품단지를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주거 조성

  - 가스안전공사 이전부지는 도서관,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체육공원 등 주민 복지시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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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발 주거지역의 개발을 통한 주택 및 주거환경 정비

  - 시흥시내 산재한 미개발 주거지에 대한 적정 개발방안 모색 

및 최적의 개발수법 제시로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과 연계하여 인접지역은 별도의 

개발보다는 연계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지역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지침을 마련

4.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4.1 주택공급 구상

4.1.1 공급수요추정의 기본전제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시흥시의 주택보급율 산정시의 실수요 가구수 산정은 전체 

세대수에서 단독가구(1인가구), 비혈연가구,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수를 제외한 수치임(1인가구가 포함된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은 2008년부터 적용)

∙ 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일반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 실수요 계층으로 대두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단독가구도 일정 부분을 투자 실수요 계층에 포함

시켜야 할 것임

구 분 전 국 서 울 시 경 기 도 시 흥 시

총 가 구 15,988,274 3,341,352 3,361,657 130,952

일반가구 15,887,128 3,309,890 3,329,177 128,753

집단가구 8,642 1,482 2,148 119

집단시설가구 7,909 1,833 1,566 38

외국인가구 84,595 28,147 28,766 2,042

1인가구 3,170,675 675,739 562,995 27,950

<표 2-4-7> 시도별 가구현황

(단위 : 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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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기도 시흥시

일반가구 1인가구 % 일반가구 1인가구 %

1985년 1,164,738 81,913 7.0 - - -

1990년 1,619,156 131,698 8.1 29,141 2,355 8.1

1995년 2,168,007 229,800 10.6 37,422 3,266 8.7

2000년 2,668,886 337,555 12.6 88,405 8,895 10.1

2005년 3,329,177 562,995 16.9 128,753 27,950 21.7

<표 2-4-8> 일반가구중 1인가구수 변동추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4.1.2 주택수요추정

∙ 가구당 인구수는 시흥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2.6인으로 산정

∙ 주택 감실률은 2%로 산정

∙ 주택 실수요 가구는 총 가구의 95% 기준으로 설정

∙ 제3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2010년 주택보급률 

112.5%, 2020년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370호로 제시하고 

있으나, 시흥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2020년에는 주택보급률 

103%를 목표로 설정(공가율 3% 적용)

∙ 목표년도의 계획인구 700천인에 대한 주택보급률 103%로 

설정하면 총 263천호의 주택이 필요하며, 주택감실률을 고려

하여 139천호의 주택의 추가공급이 필요

구 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인 구(인) 408,000 524,000 597,000 700,000

가구당 인구(인/가구) 2.6 2.6 2.6 2.6

가구수(호)
총수요 - 201,389 229,537 269,231

실수요 - 191,320 218,060 255,769

주택보급률(%) 84% 90% 96% 103%

주택수요량(호) - 172,188 209,337 263,442

감실주택(호) - 3,444 4,187 5,269

연도별 주택공급량(호) 129,239 46,393 37,893 55,187

<표 2-4-9> 시흥시 장래 주택수요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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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주택공급계획

∙ 주택의 공급은 기존시가지 정비 및 신개발 주거지 조성을 통해 

주택공급

∙ 주택공급은 가구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 제반의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 유지

∙ 단계별 주택공급은 1․2단계 46,393호, 3단계 37,893호, 4단계 

55,187호를 공급하여, 총 139,472호 공급을 통한 주택보급률 

103% 달성

구 분 계
1‧2단계 3단계 4단계

2009~2010 2011~2015 2016~2020

주택공급수(호) 139,472 46,393 37,893 55,187

<표 2-4-10>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 주택유형별 비율은 단독주택은 줄어드는 반면 연립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단독주택 7.9 8.1 8.8 8.1 24.8

공동주택 67.1 74.3 74.2 74.7 61.4

연립주택 25.0 17.6 17.0 17.2 13.8

<표 2-4-11> 주택유형별 비율

(단위 : %)

주)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으로 포함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주택유형별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신개발주거지에 

특화된 수요를 감안 단독주택 확보 비율 15%, 연립주택 확보 

비율 20%를 적용

∙ 아파트는 65% 정도를 유지하되 연립과 아파트는 총량범위 

85%내에서 조정토록 함

구 분 2007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계 100.0 100.0 100.0 100.0

단독주택 8.1 10.4 12.7 15.0

공동주택 91.9 89.6 87.4 85.0

아파트 74.7 71.5 68.3 65.0

연립주택 17.2 18.1 19.1 20.0

<표 2-4-12> 주택유형별 변화도 예상추이

(단위 : %)

주) 1인가구가 포함된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으로 인하여 2008년부터

단독주택 가구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7년 기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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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4.2.1 기본방향

∙ 지역균형 개발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계획적 신개발 주거지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

∙ 다양한 주거환경 창출

  - 주거문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독, 연립, 공동 등의 유형별 배분을 통해 주택형태, 

규모 등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신주거모델 제시

  - 적정 주거환경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창출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도심 및 구시가지 정비 활성화

  - 주택의 양적공급에서 탈피하고, 신개발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자원 활용의 극대화

  - 기성시가지의 저밀도 주거지, 상업지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 서민주택 공급확대

  - 공공부문 역할강화를 통해 임대주택건설 확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확보

∙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도시정비의 필요성 대두

  - 단위 개발사업을 통한 재정비 방식은 나홀로 아파트식의 

난개발로 이어져 적정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대

∙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주거지의 정비 필요

  -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자연발생적 주거지역에 주거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발생

  - 시흥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시가지 면적이 협소한 

지역적 특성으로 미개발 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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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추진전략

❏ 기존 구시가지 주택지의 정비구상

∙ 은행동 구시가지와 정왕동 신시가지는 고밀개발 된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적정밀도를 관리토록 하되, 총 연면적의 적정 범위를 

설정, 향후 재개발, 재건축시 상한 연면적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개발보다는 주민 삶의 질을 우선으로 각종 생활편익

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함

∙ 매화동 공장이전적지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별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투기가 일지 

않도록 저밀의 개발원칙을 수립토록 함

❏ 신규개발을 통한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 주요 개발거점지역에 대하여 개발의 테마를 부여하고, 각 

테마별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

∙ 북부생활권은 생활권 확대에 따른 서울 기능분산의 인구효과를 

흡수하고, 광명 고속철의 잠재 유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전원형주택, 중저밀의 주거단지로 조성

∙ 중심생활권은 도시자족기능 및 구심점 확보를 위한 행정업무

중심으로 개발토록하고, 경인축의 관광 및 여가기능을 흡수하기 

위해 옛염전과 군자지구를 전략적으로 개발토록 하되, 일부

지역에 고급주거기능을 입지시켜 친환경주거지로 개발, 대시민 

고급주거서비스 기능을 담당토록 함

∙ 동부생활권은 공장이전을 통한 첨단지식산업기반 공업지 및 

배후주거지를 조성하여 도시산업기능 등을 강화

∙ 남부생활권은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그린밸리, 

그린에너지 소재부품단지 등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의 무공해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며, 그에 따른 자족적 직주근접 주택지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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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상 컨 셉

북부생활권 • 서울 기능분산 및 고속전철 유발효과 흡수

중심생활권
• 도시자족기능 및 구심점 확보

• 경인축, 수도권의 관광/여가기능 흡수 및 고급 주거기능 확보

동부생활권
• 공장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

• 도시산업기능 강화

남부생활권
• 산업구조 고도화

• 자족적 직주근접 주택지

<표 2-4-13> 생활권별 구상 컨셉 

❏ 미개발 주거지역의 개발을 통한 주택 및 주거환경 정비

∙ 여건 분석을 통한 개발방향 제시

  - 시흥시내 기성시가지의 경우 인구수용에 한계를 가진 과밀화된 

도시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주거수용의 압력을 

받고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반하여 미개발주거지가 산재한 

이유는 규모화 된 개발 여건이 미충족된 소규모 주택단지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미개발지에 대한 현황분석 및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법적합리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지구별 개발방향을 

제시

∙ 정비방안 구상과 연계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집단화 유도

  - 정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안 사업지와 조정가능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시기와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의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개발시기와 적정 인구

수용을 위한 개발방안 마련유도

∙ 민간참여 유도

  - 시흥시 주도의 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민간에 의한 

자력개발을 유도토록 하되, 공공은 미개발지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밀도와 기반시설의 확보

방안을 마련, 이의 실현을 위한 적정 행정지도에 주력

  - 미개발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시에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공공재원의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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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지구 선정 후 개발추진

  -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지구를 선정, 필요할 경우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공공주도의 선투자로 사업여건을 마련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 민간에 의한 개발은 고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공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 개발방향

  -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주거지역 및 미개발 주거지역은 저층․
저밀․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함

❏ 사회 통합형 도시개발 및 정비

➣ 은행재정비촉진지구

∙ 계획의 배경

  - 시흥시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를 수반한 택지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기본골격 형성 및 도시기능 제고가 

이루어진 반면 은행동 일대의 기존시가지는 공업지역 혼재 

등 정주 환경이 열악하고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있음

  -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개별 

정비사업에 의한 난개발 방지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시흥시의 도시공간구조상 

신규개발가능지의 한계로 낙후된 주거환경에 따른 도시

기능의 저하,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기능 미약 및 기반시설의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8년 5월 7일「경기도 고시 

제2008-130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내 촉진계획을 수립

∙ 계획의 개요

  - 위  치 : 시흥시 은행동 107-1번지 일대

  - 면  적 : 약 0.611㎢

  - 사업기간 : 2008년~2020년

  - 지구유형 : 도시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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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은행뉴타운 위치도

➣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안)

∙ 대야․신천지구 내․외에 입지한 대야역, 신천역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 개편

  - 대야역 : 산업 + 상업중심

  - 신천역 : 상업 + 문화중심

대야신천지구

은행택지

은행지구

은계지구

소사~원시선

<그림 2-4-2> 북부생활권 개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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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특성화 개발

  - 도시 자족기능 확보 : 공업기능 이전에 따른 대체 일자리 

확보,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해유발이 적은 제조업 

및 지식․정보산업 유치

  - 기존 상업시설과 시너지 효과 고려 : 기존 상권의 흡수 및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개발방향 설정, 역사 도입에 따른 

상권 재편을 고려, 신․구 상권의 조화 도모

<그림 2-4-3> 대야역세권 개발방향(안)

<그림 2-4-4> 신천역세권 개발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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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신천지구내 신천 구간에 대한 자연형 하천 복원계획 수립

  - 친수공간 및 자연생태공간 조성, 복개구간 복원 및 자연형 

호안 설치, 문화․생태학습 등 다양한 공간이용시설 도입

소 래 산
1구간

2구간

3구간

기존
복원구간

신천지류

대야역

신천

1구간

신천

2구간

신천

3구간

신천

지류

별도 추진

(시흥시)

촉진사업과

연계

(주민부담)

투자주체
[자연과 생태]

[문화와 친수]

[건강과 휴식]

[복원과 생태]

<그림 2-4-5> 신천 자연형 하천복원 조성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