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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1. 경제 ․ 산업개발계획

1.1 현황 및 문제점

1.1.1 현황분석

❏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농  업

∙ 2008년 현재 시흥시 총 가구 151,396호중 농가호수는 1,933호로 

전체가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흥시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

∙ 경지면적은 답이 1,246㏊, 전이 1,451㏊등 총 2,697㏊이며 

가구당 경기면적은 1.40㏊로 나타나 영세농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구 분
농가

(호)

농가인구(인) 경지면적(㏊) 호당 경지면적(㏊)

계 남 여 계 답 전 계 답 전

2004 1,912 7,006 3,169 3,837 3,065 1,431 1,634 1.60 0.75 0.85

2005 2,030 6,900 3,436 3,464 2,904 1,363 1,541 1.43 0.67 0.76

2006 1,738 5,750 3,117 2,633 2,817 1,295 1,522 1.63 0.75 0.88

2007 1,734 4,877 2,514 2,363 2,752 1,286 1,466 1.59 0.74 0.85

2008 1,933 5,670 2,936 2,734 2,697 1,246 1,451 1.40 0.64 0.75

<표 2-9-1> 농가 및 경지면적 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임  업

∙ 시흥시는 2008년 현재 총 임야면적 4,371㏊중 사유지가 

4,042㏊로 전체의 92.5%를 점유하고, 국유림이 6.8%인 295㏊, 

공유림이 0.8%인 34㏊ 순으로 나타남

∙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임야가 

편입되어 타용도로 전용되므로 임야면적이 줄어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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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

소관

타부서 

소관
계 도유림 시유림

2003 4,421 301 77 224 31 3 28 4,089

2004 4,418 296 72 224 34 3 31 4,088

2005 4,402 296 72 224 34 3 31 4,072

2006 4,396 296 72 224 34 3 31 4,066

2007 4,390 295 71 224 34 3 31 4,061

2008 4,371 295 71 224 34 3 31 4,042

<표 2-9-2> 임야현황
(단위: ㏊)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수산업

∙ 시흥시 어업가구수는 2008년 현재 812호로 시흥시 전체

가구수에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가구중 겸업가구가 

559호로 점차 늘어가고 있음

구 분

어가 및 인구 어선현황

호 수

(호)

인 구

(인)

전 업

(호)

겸 업

(호)
척 수

톤 수

(톤)

2003 726 2,084 180 546 178 432

2004 699 1,880 179 520 178 441

2005 678 1,842 193 485 178 342

2006 681 1,860 193 488 158 351

2007 742 1,998 234 508 159 366

2008 812 2,449 253 559 157 357

<표 2-9-3> 어가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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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 2008년 현재 시흥시의 축산업 현황을 보면 가축사육호수는 

2,378호가 44,820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음

∙ 가축별로는 닭이 21,212마리로 47.3%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한 우 젖 소 돼 지 닭 마 필 산 양

사육호수 117 17 23 21 11 16

마리수 3,025 837 2,980 21,212 110 364

<표 2-9-4> 가축사육가구 현황
(단위 : 마리)

구 분 사 슴 토 끼 개 오 리 칠면조 거 위 꿀 벌

사육호수 21 2 2,133 11 1 1 4

마리수 345 12 9,188 4,170 10 4 2,563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공업 및 서비스업

∙ 2008년 시흥시에는 총 29,739업체가 있고 제조업종이 8,370

업체로 28.1%로 가장 많이 입지해 있음

공장용지면적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용지
총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분양율

16,568 10,954 - 100.0 5,614

<표 2-9-5> 시화공단 현황
(단위: 천㎡)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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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개 인 회사법인 비법인 기 타

계 29,739 146,678 25,115 3,457 814 353

농업․임업 및 어업 1 4 - - - 1 

광 업 - - - - - -

제조업 8,370 74,416 6,375 1,993 -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177 - 1 - 4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8 582 15 28 - 5 

건설업 565 3,365 350 214 - 1 

도매 및 소매업 6,404 19,216 5,627 764 1 12 

운수업 2,774 5,546 2,661 104 - 9 

숙박 및 음식점업 4,425 11,964 4,393 31 -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3 598 27 15 - 11 

금융 및 보험업 148 1,779 32 52 - 6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47 3,438 1,025 55 166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27 1,852 238 80 - 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8 1,644 89 54 3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5 1,784 - - - 45 

교육서비스업 1,147 8,339 1,004 28 14 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43 5,187 639 3 60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68 1,921 854 2 4 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421 4,866 1,786 33 566 36 

<표 2-9-6> 산업별 종사자 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지역경제규모 현황

∙ 시흥시의 지역총생산 규모는 약 19,486백만원으로 인근 반월

특수지역으로 연계되어 있는 안산시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안산시와 과천시를 제외하고는 총생산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임

∙ 과밀억제권역내 평균 총생산액은 약 13,336백만원으로 시흥시는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시화공단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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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생산규모(백만원) 평 균 비 고

경기도 175,162,524

과밀억제권역

계 200,039

13,336

시흥시 19,468

수원시 13,887

성남시 11,633

부천시 11,031

안양시 12,780

안산시 19,998

광명시 10,780

군포시 13,748

하남시 14,039

의왕시 13,688

과천시 20,232

고양시 9,612

의정부시 9,830

남양주시 9,639

구리시 9,674

<표 2-9-7> 과밀억제권역 지역내 총생산 규모(경상가격)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2006

∙ 지역총생산에 따른 생산구조를 보면 시흥시는 광공업중 금속

가공제품산업 비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1.2 문제점 진단

∙ 시흥시 전체 사업체 종사자 146,678명 중 제조업 종사자는 

74,416명으로 그 비중이 50.7%으로 전형적인 제조업형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제조업체가 도시 내 산재해 있으나 총 매출의 90%이상이 

시화공단에 의해 창출되는 의존도가 높은 도시특성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시화산업단지는 국가정책에 의해 수도권의 대표적 

오염공장 이전을 전제로 개발된 지역으로 시흥시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오염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도시내 산재해 있는 축사의 불법용도변경에 의한 난립

공장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난개발의 사례로 도시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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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경제 근간을 이루는 시화산업단지와 더불어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시화MTV는 지속적인 환경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며, 

이러한 환경보전논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 산업과 첨단

산업으로 변모하여야할 것임

∙ 시흥시 제조업은 장치형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가장 많은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인건비의 상승, 

중국과의 경쟁력 약화 등 외부적 위협요인에 의해 점차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음

∙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 또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

인원에 비해 사업체수가 적으며, 뚜렷한 주력업종이 없는 

무성격의 도시산업유형을 보이고 있음

∙ 주변국가의 급성장에 따른 제조업체의 이동 등 산업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1.1.3 경제 ․ 산업환경 SWOT 분석

∙ 시화공단이라는 대규모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산업의 집적화 측면에서 주변도시와의 연계성이 용이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서울 등 대규모 경제의 집적활용이 

가능한 반월공단과 더불어 수도권 제조업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산업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기회요인은 시화북측 간석지의 시화MTV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등 서해안 신산업축의 활성화가 기대됨

∙ 수도권 오염공장의 이전에 따른 시화공단의 중소기업 입지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산업인자인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없으며, 오염배출업체의 입지에 따른 악취 등 

환경문제는 상시적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극복해야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지와 인접한 배후주거지의 

환경문제에 따라 고급인력의 흡수를 위한 쾌적한 주거지 등 

생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위협요인으로는 주변도시인 인천 송도신도시, 안산시 등의 

지속적 도시성장으로 인한 도시간 경쟁력이 심화될 전망이며,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제조업으로 인해 산업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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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산업기반 보유

･ 주변도시와의 연계성용이

･ 수도권의 집적경제 활용성

･ 대기업의 부재

･ 고급인력의 생활공간 미약

･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입지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시화MTV, 항만의 개발

･ 고속도로 등 인프라 개선

･ 서해안 신산업축의 거점

･ 주변도시의 지속적 성장

･ 시화항만 개발의 불확실성

･ 제조업 공동화 현상 심화

<표 2-9-8> 경제․산업환경 SWOT 분석

1.2 기본방향

∙ 도시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시화산업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

∙ 시화MTV, 송도신도시, 반월공단과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 산재한 공장의 집적화 및 첨단산업화

1.3 추진전략

1.3.1 유형별 산업발전 전략

∙ 도시성장의 원동력 제공을 위한 시화산업단지의 지속적 활성화 

및 지식기반산업형 산업구조의 변모

∙ 독자적 생존전략에서 상호 보완적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특화적 산업구조 재편

∙ 획일적, 중복적 투자의 지양 및 고부가가치 산업과, 고용효과를 

고려한 첨단지식제조업의 적극 육성

∙ 도시의 경제기반은 살리되, 집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내 

산재한 공장은 규모화, 집적화하고 전통제조업은 21세기형 

첨단산업으로 변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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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첨단산업 발전전략

∙ 장래 시흥시의 산업구조는 재래식 굴뚝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산업, 지식기반제조업으로 변모

  - 기존의 시화산업단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무공해 지식

기반제조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공업기능별 주력업종의 

배치 및 클러스터 구축으로 산업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

  -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지식기반형 자족중심도시

로서의 산업기능 부여

구 분 시화산업단지 시화MTV 매화산업단지

현 재 제조업, 공해산업 - -

2010년 무공해 제조업 IT산업 IT제조업

2020년 정밀광학반도체산업
신소재산업

아이디어 뱅크
IT제조업

<표 2-9-9> 시흥시 산업단지 계획

2. 사회개발계획

2.1 교 육

2.1.1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현재 시흥시의 교육시설은 유치원 55개소, 초등학교 

36개소, 중학교 21개소 고등학교 14개소, 대학교 2개소, 

대학원 2개소로 총 130개교의 학교가 분포하고 있음

∙ 학급수는 유치원이 205학급, 초등학교가 1,127학급, 중학교가 

520학급, 고등학교가 414학급을 나타냄

구 분
학교수

(개교)

학급 및 

학과수(학급)

학생수

(인)

교직원

(수)

계 130 2,400 85,823 4,308

유치원 55 205 4,910 312

초등학교 36 1,127 35,690 1,657

중학교 21 520 19,324 1,032

고등학교 14 414 15,907 965

대학교이상 4 134 9,992 342

<표 2-9-10> 학교 현황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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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본방향

∙ 인구증가와 취학율의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의 확충을 단계적

으로 개발계획 수립

∙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생활권 또는 소생활권별로 

적정 균등 배치

∙ 의무교육의 확대 실시, 조기교육의 보급,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비하여 교육시설의 확충 및 신설

2.1.3 교육시설계획

❏ 초등학교

∙ 초등학교는 생활권형성의 필요시설로 근린생활권인 2,500

세대당 1개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함

∙ 2020년에 필요한 초등학교는 56개교로서 이의 확보는 주거지 

단위개발시 공공시설 확보측면에서 적극 유치토록 계획

❏ 중학교

∙ 중학교의 계획기준은 소생활권인 5,000세대당 1개교를 원칙으로 

하여 계획하며 학급당 학생수 33명으로 계획

∙ 신설학교는 가급적 남녀공학으로 유도

❏ 고등학교

∙ 고등학교 계획기준은 소생활권인 5,000세대당 1개교를 원칙

으로 계획하며, 학급당 학생수 32명으로 계획

∙ 신설학교는 가급적 남녀공학으로 유도

❏ 교육시설계획

∙ 학교당 학급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조의 2를 기준으로 목표연도 학교당 학급수는 초등학교 36

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으로 계획하고,

∙ 목표년도 2020년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여건개선사업 정책을 고려하여 30명~33명으로 계획

∙ 2020년 시흥시 대학교 취학대상인구의 수요를 고려하고 시화

산업단지 첨단지식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의 시흥시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개교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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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인 408,164 524,000 597,000 700,000

초등학교

취학비율 % 8.7% 8.7% 8.7% 8.7%

학급당학생수 인 32 32 30 30

학교당학급수 학급 31 36 36 36

학생수 인 35,690 45,554 51,921 60,900

학교수 개교 36 40 48 56

중학교

취학비율 % 4.7% 4.7% 4.7% 4.7%

학급당학생수 인 37 35 34 33

학교당학급수 학급 25 25 24 24

학생수 인 19,324 24,610 28,049 32,900

학교수 개교 21 28 34 42

고등학교

취학비율 % 3.9% 3.9% 3.9% 3.9%

학급당학생수 인 38 35 34 32

학교당학급수 학급 30 27 25 24

학생수 인 15,907 20,421 23,275 27,300

학교수 개교 14 22 27 36

대학교 개교 2 2 3 3

<표 2-9-11> 학교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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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 ․ 보건

2.2.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분석

∙ 시흥시의 의료시설은 총 324개소의 의료기관에 병상수 2,894개로 

의료시설 분포현황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6개소 등이 입지

구 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2003 218 1,643 2 294 4 365 141 981 - -

2004 284 1,546 2 294 3 291 147 928 - -

2005 296 1,713 2 341 2 192 154 1,036 1 97

2006 305 2,043 2 332 3 256 157 1,094 2 316

2007 316 2,387 2 332 3 269 159 1,148 5 591

2008 324 2,894 3 562 6 599 161 1,127 4 559

<표 2-9-12> 의료․보건시설 현황

구 분
한방병원 조산소 치과

의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2003 - - 1 3 64 - 1 - 5

2004 1 30 1 3 75 48 1 1 5

2005 1 44 1 3 77 51 1 1 5

2006 1 44 1 1 85 47 1 1 5

2007 1 44 1 3 87 51 1 1 5

2008 1 44 1 3 90 52 1 1 4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의료인 분포현황을 보면 의사 291명, 치과의사 110명, 한의사 

61명, 간호사 412명 등으로 나타남

구분 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의료

기사

의무

기록

사

약사상근

의사

비

상근

의사

2003 1,449 214 - 89 47 4 249 577 255 10 4

2004 1,592 215 2 125 54 5 252 650 283 2 4

2005 1,650 266 2 104 56 2 275 675 261 4 5

2006 1,639 255 - 108 55 4 294 568 343 7 5

2007 1,749 253 6 106 59 6 321 626 356 12 4

2008 1,993 291 - 110 61 6 412 694 397 14 8

<표 2-9-13> 의료인 분포 현황
(단위 : 인)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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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의 수준을 보면 의료시설 당 인구는 1,283.5인, 병상 당 

인구는 141.0인, 의사당 883.5인으로 의료시설이 저조함

구 분
의료

시설
병상수 의사수

인구수/

의료시설

인구수/

병상수

인구수/

의원수

시흥시 318 2,894 462 1,283.5 141.0 883.5

<표 2-9-14> 의료시설 현황
(단위: 개소, 상, 인)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문제점 진단

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미약

∙ 지역사회의 1차적이고 핵심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흥시 보건소는 보건인력과 시설의 부족, 

보건서비스의 단편성 및 전문성 결여,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

체제 및 역할분담이 미흡함

∙ 또한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주민 건강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미흡한 실정

Ø 민간의료기관의 편중과 전문병원의 부재

∙ 시흥시의 민간의료기관은 절대적 수에 있어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민간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전문병원이 

부재하여 지역주민의 의료기관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음

∙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편재 및 전문병원의 부재로 상당수의 

지역주민이 타 지역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시흥시 

의료서비스의 자체 충족도가 아직은 크게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음

Ø 도시 보건의료망의 결여

∙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보건 관련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4자간 연계체제 구축(4-way health network)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시흥시는 이와 같은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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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시화공단과 인접지역에 대한 보건의료대책 미흡

∙ 대규모 공단과 아파트군이 들어서 있는 시화지역은 이 지역 

근로자와 인근주민을 위한 환경 및 산업보건 등의 보건대책이 

필요함

2.2.2 기본방향

∙ 종합건강센터로서의 보건소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기능 

확대

∙ 공공보건의료시설 및 민간의료기관의 지속적, 균형적 확충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 배려

∙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 도시보건의료망의 구축

2.2.3 추진전략

∙ 건강관리와 증진, 진료와 치료, 예방 및 방역을 시흥시 보건소의 

3대 역할로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종합적 건강관리의 주체로서 

시흥시 보건소의 기능 및 위상을 확보

∙ 특히 보건소 사업의 목적을 의료이용수준 향상에서 건강수준 

향상으로, 보건소 사업의 주 대상을 전염병 예방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을 통한 만성퇴행성질환과 각종 사고의 예방으로, 

보건소 사업의 방법론을 질병진료체계에서 건강증진체계로 

확대하는 등 향후 건강관리와 증진사업에 역점

  - 보건소의 종합검진 기능을 대폭 강화함

  - 일반인들을 위한 체력측정 및 운동 처방실, 조리실습 및 

영양 상담실을 설치함

  - 보건교육실을 설치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보건위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교육과 공중보건 교육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시흥시의 지역별 인구분포와 향후의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보건소의 추가설치와 보건지소의 지속적 확보를 추진

∙ 행정 및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병의원 유치 

및 확충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시흥시 의료서비스의 자체 

충족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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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감동, 군자동, 과림동, 연성동, 매화동 지역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새로이 개발되는 주택지역은 그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병의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 시흥시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전문병원의 

유치 및 설립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

  - 수변공간을 활용한 연성동 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함

  - 산업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전문병원을 정왕동에 유치함

∙ 1차 진료 및 치료기능의 강화와 순회 이동진료 및 방문보건의 

강화를 통하여 의료취약지역과 보건서비스의 주요 수혜계층 

중의 하나인 저소득층에 대해 보다 품질 높고 접근성이 용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 방문보건사업을 향후 가정간호사업으로 확대 실시

  -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확대 실시

∙ 노인보건과 방문보건 그리고 정신보건을 전담하는 인력과 

부처를 장기적으로 확보 및 신설하고 노인성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 정신보건센터는 경기도의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노인성 치매, 우울증, 기타 경미한 정신질환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알콜중독자를 위한 상담, 침 치료 클리닉도 부속시설로 

설치함

  - 기존의 물리치료실을 확대 강화하고 한방진료실을 설치함

∙ 시화지역을 시흥시 보건정책의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보건관리를 강화

  - 시화지역에 보건지소를 확대 설치하고 환경 및 산업보건 

전문 공공의료 기관으로 육성함

  - 시화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확대 및 정기적으로 실시함

  - 시화공단 각 업체의 보건 및 환경기준의 제정과 실행에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함

∙ 각 단위별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지역보건네트워크를 구축

  - 지역보건의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은 단절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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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건사업은 민간의료기관에 위임하거나 공조를 구하고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기본적인 진료기능의 유지와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진력하는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를 구축

∙ 지역내에 보건관련단체와의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여 보건사업의 

자문역으로 활용하고 각종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에 활용

  -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의 보건관련단체의 조직과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보건정책의 수립에 

동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 각 보건관련단체로 업무협력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보건사업별 협력체계를 구축함

  - 시흥시의 각 지역별로 보건관련 주민조직을 육성하여 보건

사업의 기획과 수행에 활용함

2.2.4 의료 ․ 보건계획

∙ 의료수요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시설의 확충 및 장비의 

현대화 도모

∙ 종합병원은 생활권별로 인구규모에 따라 1~2개소를 배치하고 

병원 및 의원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진료체계 확립

∙ 치과의원은 근린생활권별로 1개소씩 계획

∙ 고도의 의료서비스 시설확충과 재활의료체제의 정비로 신체

장애자 및 노인보건시설의 기능 확충

구 분 단 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인 구 인 408,164 524,000 597,000 700,000

종합병원 개소 3 3 3 4

보건소 개소 1 2 2 3

보건지소 개소 5 10 12 18

병상
병상수 병 2,894 3,875 4,536 6,440

병상 병/천인 7.1 7.4 7.6 9.2

의사
의사수 인 462 1,047 1,790 2,730

의사율 의사/만인 10 20 30 39

<표 2-9-15> 의료․보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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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화 ․ 체육

2.3.1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시설

∙ 2008년 시흥시내에 도서관 3개소, 종합복지관 1개소 등 최근 

2년 사이에 공공문화시설들이 설립되었으나 전체인구에 비례

하여 부족한 실정임

구 분 도서관
종  합

복지관

공  공

공연장

영  화

상영관
미술관 복지회관 문화원

2003 2 1 1 1 1 1 1

2004 2 1 2 1 1 1

2005 2 1 2 1 1 1

2006 3 1 2 1 1 1

2007 3 1 3 2 1 1

2008 3 1 3 2 1 1

<표 2-9-16> 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시흥시내에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와 지방지정문화재 3개소 

등의 문화재가 있고,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구 분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보 물 사 적 기념물

2003 6 1 2 3

2004 6 1 2 3

2005 6 1 2 3

2006 6 1 2 3

2007 6 1 2 3

2008 6 1 2 3

<표 2-9-17> 문화재 현황
(단위 : 개)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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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 2008년 시흥시내에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육상경기장 1개소, 

축구장 2개소, 테니스장 9개소, 수영장 4개소, 등 568개소의 

체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음

구 분
육상경기장 축구장 테니스장 간이운동장 수영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008 1 15,600 2 49,742 9 22,135 46 16,5663 4 3,850

<표 2-9-18> 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무도학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008 142 22,227 67 27,185 59 19,127 230 43,392 8 601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각년도

2.3.2 기본방향

∙ 여가선용에 대한 시민생활의 의식구조 변화를 문화․체육생활로 

유도

∙ 시흥시내 문화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종합운동장 건설로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 및 여가 생활 증진

2.3.3 문화 ․ 체육시설계획

∙ 목표년도에 도서관은 소생활권별당 1개소 총 18개소, 문화회관은 

중생활권당 1개소 총 4개소, 미술관은 중생활권당 1개소 

총 4개소를 계획

∙ 주민들의 문화 및 휴식, 레져를 위한 종합운동장 1개소 계획

구 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인 구 408,164 524,000 597,000 700,000

도서관 3 10 13 18 소생활권

문화회관 - 3 3 4 중생활권

미술관 1 3 3 4 중생활권

종합운동장 - - - 1

<표 2-9-19> 문화․체육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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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 ․ 복지

2.4.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분석

Ø 아동관련시설

∙ 시흥시에는 총 404개소의 아동관련시설이 있으며 국공립시설 

민간에 의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구 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놀이방)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2003 333 8,351 9 536 149 5,614 1 19 174 2,182

2004 374 9,230 9 540 158 6,019 2 48 205 2,572

2005 393 9,822 9 524 160 6,696 2 57 222 2,497

2006 378 9,963 12 508 164 6,763 1 45 201 2,505

2007 402 11,055 14 412 163 6,793 1 44 220 3,109

2008 404 11,113 17 383 163 6,812 1 45 219 3,019

<표 2-9-20> 아동관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인)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Ø 여성관련시설

∙ 시흥시내 여성복지시설수는 1개소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만이 존재하고 2008년말 현재 생활인원 10명으로 여성

복지시설이 열악한 수준임

구 분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현재생활인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76 74 10

<표 2-9-21> 여성관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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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노인관련시설

∙ 경로당은 총 229개소가 있으며, 노인교실은 13개소가 있어 

총 242개소가 존재하나, 노인복지회관, 노인휴양소 등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구 분 합 계 경로당 노인교실 복지회관

2003 229 218 11 -

2004 235 225 10 -

2005 227 216 11 -

2006 247 234 13 -

2007 481 234 13 -

2008 242 229 13 -

<표 2-9-22> 노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문제점 진단

Ø 아동관련

∙ 시흥시의 아동관련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보다 민간과 

가정시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가정 보육시설은 

대부분 영세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정보지원 센터가 

없으며, 우수한 교사들을 양성 및 지속적인 재교육기관이 

없음도 문제임

∙ 특수화 보육시설(영아전담, 야간전담, 방과후전담 등)의 부족

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도 큰 장애로 인식되고 있음

Ø 여성관련

∙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시흥시 여성문제 중 하나는 사회활동 

참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

되지 못하고 있으며, 30세 이하의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 

미혼여성이 경제활동의 주종을 이룸

∙ 또한, 사회활동 참여영역에서 볼 때 전문직의 비중이 낮고, 

사무직과 생산직의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한정된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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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노인관련

 ￭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 2008년 현재 시흥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2,835명(전체

인구의 5.8%)으로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추세 등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됨

  - 농어촌의 대부분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넘어 

사실상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상태임

 ￭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 2008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8.0%로 

생산연령인구(15~64세)인구 약 1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나,

∙ 2020년에는 12.3%로 증가, 약 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

∙ 향후 노인부양에 드는 공․사적비용은 자녀부양보다 높아 실제적인 

부양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연령별

전 국 경기도 시흥시

인구수 비 율 인구수 비 율 인구수 비 율

전체인구 49,540,367 100.0 11,292,264 100.0 392,756 100.0

15-64세 35,952,107 72.6 8,201,394 72.6 284,340 72.4

65세 이상 5,069,273 10.2 919,632 8.1 22,835 5.8

65-69세 1,923,840 3.9 350,640 3.1 8,722 2.2

70-74세 1,440,577 2.9 263,826 2.3 6,647 1.7

75-79세 892,465 1.8 159,405 1.4 3,977 1.0

80세 이상 812,391 1.6 145,761 1.3 3,489 0.9

노인부양비 14.1 11.2 8.0

<표 2-9-23> 노인인구 및 노인부양비 현황

(단위 : %, 인)

자료 : 통계청, 5세별 주민등록인구, 2008(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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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의료비 상승

∙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신체적인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노인의료비 증가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의료비 223,559 247,968 285,580 322,590 350,366

노인의료비 51,097 60,556 73,931 90,813 104,904

구성비 22.9 24.4 25.9 28.2 29.9

<표 2-9-24> 건강보험에서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

자료 : 통계청, 2009 고령자 통계, 2009

 ￭ 노인의 빈곤화 위험 증가

∙ 평균수명연장으로 노동가능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년

퇴직기간 축소, 조기퇴직, 재취업 가능성 제한 등 노인의 소득

활동 제한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경우도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높은 직업종사자는 극소수이며, 직종별로도 단순

노무직 등의 비중이 높은 등 노인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편임

  -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수입이 없는 노인기의 장기화로 노인의 

빈곤화 위험 증대

∙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으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소득보장제도 수혜자는 전체 노인의 

일부에 불과

구 분 전체국민 노인인구

총인구(천명)

생활보호대상인구(천명)

48,607

1,444

5,016

382

구성비(%) 3.0% 7.6%

<표 2-9-25> 생활보호대상자 규모

자료 : 통계청, 2009 고령자 통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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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분석

∙ 시흥시는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점차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 지원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등 발빠른 복지행정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양호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지속적 도시개발로 인한 사회

복지시설의 병행 확보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점차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에 대한 재원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이며, 웰빙에 대한 폭발적 관심으로 공공에 의한 

사회복지 인프라와 더불어 민간의 복지인프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의식변화로 균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 복지체계의 구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시흥시 복지부문 활성화에 대한 기회라 할 것임

∙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의 한계로 인해 보다 다양한 사회

복지정책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시화산업단지로 인한 근로자 복지에 개선이 필요

∙ 위협요인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낮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로 사회적 소외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노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 노인대책의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 발빠른 행정지원책 추진

･ 보건/의료서비스 잠재력

･ 주거군 다양화 부족

･ 생활서비스기능 미약

･ 기성시가지의 과밀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고속도로, 전철의 확충

･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보급

･ 도시내․외 유발효과 흡수 가능

･ 소규모 미개발주거지 산재

･ GB로 규모화된 개발 어려움

･ 기성 시가지의 노후화

<표 2-9-26> 사회･복지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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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기본방향

❏ 여성 및 아동

∙ 편중시설은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접근도를 배려한 생활권별 

분산입지 및 필요시설의 지속적 확충

∙ 여성의 사회진출 및 기반의 확대

∙ 여성근로자에 대한 복지기능의 강화

∙ 보육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 보호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 노  인

∙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및 행정지원구조 구축

∙ 고령화문제에 대비한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 노인의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료/실버특구 추진

2.4.3 추진전략

❏ 여성 및 아동

∙ 지역별, 생활권별, 인구규모별 적정시설의 균형배치를 추진하되 

여성복지회관 등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시설을 적극 설치

∙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민간 여성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복지기반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 모자가정은 직접적 생계보조비 지원과 더불어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보급을 유도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성근무환경을 조성

∙ 보육시설은 마을단위로 1개소 이상씩을 확보하되, 양적 성장에 

치우치지 않고 질적 성장과 병행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

∙ 방과 후 아동보육을 확대함으로서 부모 귀가시까지 집에 

방치된 아동의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동사무소, 

복지관, 공공시설에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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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인

∙ 노인복지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사회 시스템 등 전 분야의 구조적 접근의 시도와 

범정부적인 종합적 대책수립 필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중장기 전망 및 체계적 대처

  - 시흥시는 시장 직속「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구」설치 추진

∙ 노인 고용과 소득 보장

  - 노인고용기회 확대 추진

  - 노인직업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 노인취업 지원

  -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육성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안에「노인인력운영 전담기구」설치

  - 노인인력운영센타 설립 추진

∙ 고령화 사회의 증가하는 요양대상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

요양시설(무료, 실비, 유료), 전문요양시설(무료, 유료), 치매

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노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 노인요양비와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공적

노인요양보장체제』의 구축

∙ 재가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제공

  -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재가보호노인 이용확대

  - 실비주간보호시설 및 종교시설내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시설 

확충으로 중산․서민층 노인의 입소기회 확대

∙ 의료특구, 실버특구의 지정 및 활성화

  - 장기 시흥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의료특구 및 실버특구 지정

  - 대규모 개발시 노인복지시설 의무화뿐만 아니라 복지행정과 

연계한 특구지정을 통한 지역 서비스뿐만 아니라 광역 

서비스기능 확보

  -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노인복지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복지, 건강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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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버특구는 자연경관 및 접근성을 고려 연성동 주변으로 

구상토록 하고, 의료특구는 시화산단, 시화 MTV와 정왕 

배후주거지, 군자지구 개발 등을 감안하여 정왕동 인접

지역에 배치토록 구상

2.4.4 사회복지계획

∙ 지역별, 생활권별, 인구규모별 적정시설의 균형배치를 추진하되 

여성복지회관 등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시설을 적극 설치

∙ 아동복지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 고령화 사회의 증가하는 요양대상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 요양보호시설 계획

∙ 여성복지시설, 종합복지회관, 장애인복지지설은 중생활권별로 

계획하고, 아동복지시설은 소생활권별로 계획함

∙ 시화공단과 시화MTV 등 대규모 공단이 집약되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계획

구 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인 구 408,164 524,000 597,000 700,000

종합복지회관 1 3 3 4 중생활권

아동복지시설 1 9 12 18 소생활권

노인복지시설 21 28 36 40 -

여성복지시설 1 3 3 4 중생활권

장애인복지시설 1 1 3 4 중생활권

근로자복지시설 1 1 1 2

계 26 45 58 72

<표 2-9-27> 사회복지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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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 ․ 문화 개발계획

3.1 현황 및 여건 분석

3.1.1 현황

❏ 관광 ․ 문화자원 현황

∙ 시흥시에는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며, 보물1점, 사적2개소, 

기념물 3개가 분포하고 있음

계 보 물 사 적 기념물 비 고

6 1 2 3 -

<표 2-9-28> 문화재 현황

자료 : 시흥시, 문화진흥과, 2009

∙ 시흥시의 대표적 위락자원으로는 월곶포구와 오이도, 물왕저수지가 

있으며, 다양한 해양생태자원을 보유한 옛염전이 대규모 입지

하고 있어 수도권내 관광명소로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주요 자연자원현황으로는 해안 및 내륙을 모두 포함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독특하고 다양한 해양생태자원 및 주요 

산, 섬, 각종 보호수 등이 분포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역사

문화

자원

역

사

국가

지정
∙ 소래산 마애상, 방산동 청백자 요지, 오이도 유적

도지정
∙ 강희맹 선생묘 및 신도비,  조남리 지석묘,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

향토

유적

∙ 김치인 선생묘, 장유 선생묘 및 신도비, 하연 선생묘, 류자신

선생묘 및 신도비, 조병세 선생묘, 무지내동 태봉, 생금집,

관곡지, 영응대군묘 및 신도비, 하우명 효자정각, 박동량 선생묘

및 신도비, 김준용 장군묘 및 신도비, 군자 성황사지, 시흥조남

사직단지, 윤민헌 선생묘, 신안주씨 삼세적선비, 이숙번묘,

진덕사 석조약사불

시지정 ∙ 계수동 지석묘, 효일사지, 소래산 우사단지, 물왕동 선정비군

인물

∙ 지창룡, 김옥길, 이서구, 한정동, 조병세, 류득공, 김치인,

백상형, 정제두, 윤지완, 인선왕후, 권대운, 장유, 김준룡, 원성모, 

박동량, 한준겸, 류자신, 성세장, 이계동, 정승조, 영응대군,

강희맹, 강희안, 하우명, 구종직, 하연, 이숙번, 왕미

문학 ∙ 따오기 동요비, 석호인 시비, 홍도야 우지마라 노래비

축제․
이벤트

∙ (전통놀이) 군자봉 성황제, 새우개 장승놀이, 월미풍물놀이, 전하 

봉영놀이

∙ (축제) 물왕예술제, 오이도 조가비축제, 시흥갯골축제, 시흥예술제,

연성문화제, 시흥갯골대보름제, 오이도 해넘이축제, 유채꽃축제

<표 2-9-29> 시흥시 관광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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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자연

자원

산악 ∙ 소래산, 군자봉, 학미산

수변

∙ 내만갯벌, 연꽃테마파크 연꽃

∙ 물왕저수지(흥부저수지), 과림저수지, 계수저수지, 뒷방울저수지,

마전저수지(달월저수지), 매화저수지(도창저수지), 청룡저수지,

칠리제저수지

해양 ∙ 월곶포구, 오이도 갯벌, 시화방조제, 오이도 등대 전망대

농업 ∙ 호조벌

보호수

∙ 논곡동 은행나무, 금이동 느티나무, 안현동 팽나무, 계수동 향나무, 

대야동 느티나무, 신천동 느티나무, 포동 은행나무, 포동 느티나무,

포동 소나무, 하중동 향나무, 하상동 느티나무, 장곡동 측백나무

산업

자원
산업단지 ∙ 시화공단

위락

자원

유원지 ∙ 마린월드

공원
∙ 연꽃테마파크, 시흥갯골생태공원, 오이도기념공원, 옥구도 도시

자연공원

쇼핑

음식

자원

재래시장 ∙ 삼미시장

먹을거리 ∙ 조개구이, 해물칼국수, 회, 삼해주

특산물
∙ 시흥포도, 시흥 미나리, 쌀(햇토미), 시설채소류(상추, 토마토,

오이, 쑥갓), 화훼류(장미, 국화, 홍콩야자, 심비디움, 선인장) 

문학비 ∙ 따오기 동요비, 석호인 시비, 홍도야 우지마라 노래비

전통민속놀이 ∙ 새우개 장승놀이, 군자 성황제, 월미 풍미놀이, 전하 봉영놀이

향토음식 ∙ 오이도 굴회덮밥, 삼해주

관광명소
∙ 오이도, 옥구도, 도시자연공원, 소래산, 군자봉, 학미산, 월곶

포구, 물왕저수지, 포동 옛염전, 소전 미술관

보호수

∙ 포동 은행나무, 포동 느티나무, 포동 소나무, 금이동 느티나무,

하중동 향나무, 논곡동 은행나무, 하상동 느티나무, 안현동

팽나무, 계수동 향나무, 장곡동 측백나무, 신천동 느티나무

<표 2-9-28> 시흥시 관광자원 현황(계속)

자료 : 시흥시, 관광종합계획, 2008

<그림 2-9-1> 시흥시 관광자원 현황도

  자료 : 시흥시, 관광종합계획,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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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및 참여 현황

∙ 역사적으로 무형자원으로 분류되는 전통 민속놀이에는 군자

봉성황제, 새우개 장승놀이, 월미풍물놀이, 전하 봉영놀이가 

있으며, 지역축제이벤트로는 물왕예술제, 오이도 조가비축제, 

시흥갯골축제, 시흥예술제, 연성문화제, 시흥갯골대보름제, 

오이도 해넘이축제, 유채꽃축제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구 분 축제시기 축제장소 주요 프로그램

축

제

시흥갯골축제 8월 중
시흥갯골

생태공원

갯골마당극, 갯골바람동요제, 

소금나라과학대탐험, 

갯골오물딱조물딱, 

갯골건강걷기대회 등

오이도 조가비 

축제
10월 중 오이도

유가행렬재현, 월미두레 

풍물놀이, 우리 떡 만들기, 

바다요리 경진대회

물왕예술제 5월 공원비둘기공원
시흥의 대표 예술공연제 

(전시회, 공연등)

시흥예술제 6월 비둘기공원

전통의례재현(관혼상제), 

음악회, 사생대회, 백일장, 

연극제, 사진전

연성문화제 10월 옥구공원 시흥의 대표 문화 체험행사

시흥갯골대보름제 3월
포동 염전 

새우개마을

오곡밥 제작 시연 및 시식, 

볏짚 새끼꼬기, 달집태우기, 

동아리 경연 대회 등

오이도 

해넘이축제
12월 오이도 소원성취풍선 날리기, 음악회

유채꽃축제 5월 옥구공원 야외음악회, 사생대회, 백일장

전

통

놀

이

군자봉성황제
음력 2월

/10월 3일
군자봉정상 군자봉 서낭굿(성황제)

새우개 장승놀이 7월 초
포동 

새우개마을
장승놀이와 도당제

월미풍물놀이
1,5,6,7,8,10월

(비정기적)

물왕동 

월미마을

세초행사, 파종, 호미씻이, 

백종놀이, 명절, 동제

정월대보름제
음력 

정월대보름
포동 염전지

달집태우기, 음악제, 널뛰기 등 

체험행사

<표 2-9-30> 시흥시 축제 및 전통놀이 현황

자료 : 시흥시, 관광종합계획,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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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문제점 및 잠재력

❏ 문제점

∙ 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훼손된 문화유적이 

있음

∙ 시화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과거의 시화호 오염으로 인해 공해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음

∙ 시흥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화 할만한 건물이나 기업 부재함

∙ 외부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국제적 회의나 

전시회를 유치할 컨벤션센터가 부재함

∙ 국제적 경기를 유치할 대표체육시설도 부재함

∙ 청소년,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잠재력

∙ 수도권 및 타 지역에서 근거리권으로 올 수 있는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

∙ 인공적인 조성에 의한 시설보다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풍부한 편임

∙ 바다와 접하여 해양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님

∙ 해양 간척지, 토취장 등 개발 가용 토지가 풍부함

∙ 시흥이 자랑할만한 생태자원으로 유일한 내만갯벌이 있는 곳임

∙ 해양생태자원이 다양하고 좋은 경관도 지님

∙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많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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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관광․문화 SWOT 분석

∙ 국내외 관광환경 및 관광개발사례와 시흥시 관광개발 환경을 

비교한 SWOT분석은 다음과 같음

S •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연꽃테마파크 등

독특한 내만갯벌 및 해양생태자원의 보유

• 양호한 광역 접근성 확보 및 수도권 배후

시장의 확보 

• 물왕저수지, 뒷방울저수지, 마전저수지 등

우수한 수변자원 및 녹지공간

• 다양한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의

기회

• 관곡지, 생금집, 강희맹선생묘 및 신도비 등

지역 내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 소재 풍부

• 시흥시의 환경친화적 발전 의지

• MTV, 군자매립지, 옛염전, 토취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관광목적지 탄생 전망

• 과다한 그린벨트지역과 난개발지역

• 많은 도로 통과로 인한 녹지축 및 생태네트

워크 훼손

• 기시가지의 도시기능의 자족성 미비, 숙박

및 쇼핑 등 관광기반시설 부족

• 타 지역 교통연계체계 취약 및 높은 인구

이동으로 정주의식 희박

• 시화호, 시화공단 등으로 공해지역이라는

도시이미지 

• 핵심 관광매력물 취약 및 중심거점 부재

• 문화적 여가활동의 중심지로 국제적 규모의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 부재

• 지역 상징의 기업이나 랜드마크 부재

• 지역주민의 지역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미비 및 홍보 부족

• 관광코스 및 먹을거리, 특산품 등 대표

관광상품이 부족

• 오이도, 월곶포구, 연꽃테마파크 등 주차난,

교통혼잡으로 주말 관광객 불편

• 대규모 송전철탑 등의 도시 통과로 인한

관광환경 및 관광활동에 부정적 영향

W

0 • 서해안 대부도,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와

연계개발 가능

• 체험학습과 웰빙․로하스족 등 친환경, 생태

체험여가 수요증대

• 주5일제, 주40시간근무제 실시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대

• 1인가구의 증가로 동호회․사교모임의 네트

워크 형성과 여행에 대한 관심 확대

• 레저와 체험관광시장의 성장

• 교육 및 체험 중심의 가족단위 친환경, 해양

생태체험 관광 수요 증대

• 광역교통망체계의 요충지로 아태지역 관광객수

증가

• 일본과 중국의 성장에 따른 동북아 관광

수요의 증대

• 유치원, 초등학생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수요증가

• 군포첨단산업단지, 광명음악단지 등 관광

지구와 송도MGM 테마파크, 송산유니버셜

스튜디오, 전곡항 태마어항 등 관광테마

파크의 사업이 추진되어 인근간 경쟁치열

• 수도권 지역의 관광시장 유인 경쟁 치열

• 서해안 개발계획과 새만금 개발계획, 충남,

인천 등 대형 개발로 인한 지역간 차이

심화 및 경쟁 치열

• 아태지역의 관광시장 성장에 따른 국가간

경쟁 치열

• 내국인의 해외 관광 선호도 증대

• 광역도로망 확충에 따른 자연녹지 잠식과

파편화

• 해양환경 훼손과 보존 문제로 지역 환경

단체와의 갈등 관계 지속

T

<표 2-9-31> 관광․문화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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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본방향

3.2.1 관광 : 글로벌 명품체험 관광도시, 시흥

∙ 글로벌 명품체험 관광도시를 실현하고자 시흥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함

∙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물왕저수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명품체험 

∙ 오이도, 월곶, 옥구공원, 시화MTV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

레저 명품체험

∙ 강희맹선생묘역, 하연선생묘, 장유선생묘, 생금집 등 역사적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명품체험

∙ 시흥갯골축제, 오이도조가비축제,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군자봉 성황제, 새우개 장승놀이 등 지역 

전통놀이룰 활용한 축제 및 이벤트 명품체험

∙ 호조벌, 삼미시장 등의 문화콘텐츠자원과 먹을거리, 특산물 

등을 활용한 어메니티 명품체험

∙ 오이도, 월곶 등 야간 활동지를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통한 도시

야간 명품체험

<그림 2-9-2> 관광계획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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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추진전략

3.3.1 기본방향

∙ 도시 및 농촌문화자원, 자연자원, 해양자원 등 여러 관광요소를 

기반으로 쉽고 다양한 관광활동을 유도하는 개발

∙ 분산된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하나의 관광클러스터 형성

∙ 지역내 오픈스페이스와 공공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요소 창출

∙ 시흥 9경 복원 및 정비를 통해 장소성을 강화하는 공간프로그램 

개발

∙ 시흥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의 육성 및 랜드마크 이미지 구축

∙ 전통과 역사가 깃든 자원의 발굴 및 생태문화자원의 존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추구

3.3.2 관광개발축 설정

∙ 내륙개발축 : 자원의 분포 및 교통망을 고려하여 시청을 중심

으로 남북축과 동서축을 주된 개발축으로 설정하고 거점

관광지의 육성과 연계관광지의 개발을 통해 통합 관광네트

워크 형성

∙ 해안개발축 : 단기적으로 오이도지구와 월곶지구를 해안개발

축으로 개발하고 향후 조성될 시화MTV단지와 연계강화하여 

개발하는 해안개발축 설정

∙ 녹지축 : 광역녹지축인 외곽의 산림녹지축인 생태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도시녹지축과 생태네트

워크를 구축

3.3.3 관광권역 설정

∙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특성과 입지, 개발 잠재력을 

기초로 하며 또한, 관광객의 접근성 및 개별사업별 연계에 

따른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지구를 설정함

∙ 생태체험관광권 : 갯골생태공원, 소래산, 연꽃테마파크, 물왕

저수지, 관곡지 등 자연생태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권

∙ 해양레져관광권 : MTV, 오이도공원, 월곶포구 등 바다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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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역사문화관광권 : 군자성황사지, 신도비, 생금집, 새우개

당집 등 역사자원과 기타 도시내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권

3.3.4 관광권역별 개발구상

∙ 생태체험관광권

  - 내륙형 생태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존의 자원의 

정비와 지원체계를 갖추어 생태관찰 및 환경교육, 휴양 및 

문화탐방 등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시흥의 관광을 대표하는 권역으로서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해와 오염으로 얼룩진 시흥의 도시이미지를 

청정도시로서 탈바꿈하는 관광지로 육성함

  -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물왕저수지, 소래산 먹거리단지, 

문화예술거리, 호조벌, 새우개마을 등

∙ 해양레저관광권

  - 해안형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존의 자원의 정비와 

지원체계를 갖추어 휴양, 레포츠, 숙박시설, 유희 및 문화

교육 등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해양관광과 연계시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근 

수자원인 정왕호, 뒷방울저수지 등 수변공간을 개발하여 

관광권의 확대 도모

  - 오이도, 월곶포구, 옥구공원, 시화MTV, 선사유적지 등

∙ 도시역사문화관광권

  - 기존 역사유적지 복원 및 정비, 진입도로 개선, 휴게공간 

조성으로 사적지로서의 자원을 보호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

  - 역사테마관광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역사유적지와 

관광자원 주변을 정비하고 지역역사 및 장소성을 알릴 수 

있는 안내시설 도입

  - 군자봉 성황사지, 강희맹선생묘역, 생금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