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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지역연구
경 기 개 발 연 구 원 편

발 간 사
경기도내 각 시 군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경기개발연구
원은 1997년부터 경기지역연구 시리즈를 기획해서 출간하여
왔습니다. 이미 10개 시 군에 대한 지역연구를 진행하여
창간호인 『파주지역연구』를 비롯하여, 『포천지역연구』,
『이천지역연구』, 『김포지역연구』, 『안성지역연구』,
『광주지역연구』, 『평택지역연구』, 『가평지역연구』,
『연천지역연구』, 『남양주지역연구』 등을 출간한 바 있
습니다. 해당지역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배려 및 참
여연구진의 노력으로 지역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으
며, 이제 시흥시를 대상으로 열한 번째의 지역연구 시리즈
를 출간하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수도권 남서부의 중심도시로서, 바다와 도시와
전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농 복합도시이며, 남측으로 안
산시, 북측으로 부천시, 동측으로 안양 및 광명시, 서측으
로 인천시와 인접하고 있는 도시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공업
도시이자 관광도시입니다. 시화호, 오이도, 옥구도, 월곶관
광단지, 소래산, 등의 바다와 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자연생태 관광자원을 보유한 해양관광도시로 기대되는 지역
입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교통요충

지로서 21세기에 동북아 물류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에 충
분한 도시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종도 국제신공항과 연
계하여 시화공단, 반월공단, 평택항으로 연결되는 공업벨트
상의 서해안시대 중추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시흥시의 발전전략 구상에 일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토지이용, 도시교통, 지역
산업, 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서 시흥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
제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
상과 도시성장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 구상
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흥지역연구』를 진행하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
으신 시흥시장님과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을 비롯하여, 각 실과의 담당공무원들, 현지시설 방문시 도
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현
지출장과 원고집필에 최선을 다해준 참여연구진과 편집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시흥지역연구』에서 논
의된 내용들이 시흥시의 발전과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
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2. 8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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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흥지역연구를 시작하며
송 제 룡

Ⅰ. 시흥지역연구를 시작하며
지역연구는 경기도 시 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으
로서 도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
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원의 각 분야
별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고 며칠간 시흥시에 체류하면서 시
흥시 각 실과소 실무자 공무원, 관계기관 시설 담당자들과
의 면담을 통해 시흥시의 현안과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지역
연구에서는 시흥시 현지답사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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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분야별 정책발전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연구를 수행하면서 시흥시의 역사적인 변천사를 논하
지 않을 수 없다. 시흥시는 고구려 장수왕(63년)때부터 현
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일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성을
지닌다. 시흥이라는 명칭은 고구려 시대에 지명으로 ‘
잉벌
노’
(仍伐奴)에서부터 유래하고 있으며 이를 풀이하면 '뻗어
가는 땅'이란 뜻이다. 조선 정조시대 때부터는 잉벌노와 같
은 뜻을 가진 ‘
시흥’
(始興)이란 지명으로 자리잡게 되고 이
를 풀이하면 ‘
넓은 땅’
이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서울시의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
작구, 서초구가 시흥시에서 분가된 지역이다. 경기도내에서
는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가 시
흥시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그리 많지는 않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천사만큼이나 조상들의 고고한 발자취와
문화적인 향토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 시흥시이다.
서해안의 중심부 지역인 시흥시는 서울시로부터 서남부방
향으로 반경 10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해발
299m의 소래산과 서남으로 199m의 군자봉이 자리하고 동측
지역에는 경사도 중급의 임야지대로 완만한 구릉지대와 평
원을 형성하고 있다. 서해안 바다와 어우러진 오이도, 옥구
도, 시화호, 월곶지구와 소래산, 양지산 이왕봉, 마산, 군
자봉 등의 산지들은 수도권내 1일 관광을 위한 자원으로 각
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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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은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
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국도 42호선 및 39호선 등
과 같은 광역 간선도로망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어 사통팔
달한 교통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교통기반시설을 배
경으로 시흥시는 시화지구공단을 비롯하여 군자매립지 146
만평, 토취장 240만평, 폐염전 200만평, 공유수면 15만평의
개발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향후 시흥시는 수도권내 중추
임해 공업도시이면서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
된다.
시흥시의 지속적인 도시성장에 대한 잠재력은 무한하다.
시화공업단지 배후 신도시 지역에 인구 15만여명이 거주하
고 있으며 인근의 토취장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상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폐염전은 향후 시흥시의 이미지 변모를 위
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염전은 수도권
의 여가 및 1일 관광 휴양지로 자리매김을 위하여 환경친화
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군자매립지는 오이도
와 월곶지구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면서 다용도의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시화호변으로부터 오이도,
군자매립지, 월곶관광지로 이어지는 관광벨트가 구축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광자원 및 여유부지의 활용도에 따
라 시흥시는 옛 명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개
발되어질 것이다.
시흥시의 인구는 1995년도에 139,901인의 중소형 도시에
서 2001년말 342,351인으로 연평균 16.1%의 급격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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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도권내 가장 인구유입
이 많은 도시대열에 끼고 있으며 향후 거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임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시흥
시는 택지 및 도시개발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시민들의 삶
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강렬한 요구, 산발적인 도시공
간구조로 인한 불편한 대중교통서비스 등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친환경적이면서 쾌적한 전원도시개발이 요구되며 도
로, 상하수도, 공원, 문화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1세기 시흥시 중장기발전계획”
에 따르면 향후 시흥시가
지향하는 미래상으로 국제적 물류 유통 중심도시, 환경친
화적인 전원 휴양도시, 21세기형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나는
발전구상을 꿈꾸고 있다. 시흥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
야 할 미래상으로 적절한 구상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미
래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심기능의 다핵화,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자원의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
쾌적한 주거환경관리, 대중교통 서비스체계 개선 등의 정책
들이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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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 분야별 발전전략에 대하여
다음 장부터 전개될 각 부문별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쟁점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식 박사는 시흥시의 도시입지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 직
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능별 생활권 설정 및 개
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 전략방안들을 제시하였
다. 시흥시는 도시계획상 많은 문제를 지닌 도시인 한편 수
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서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한한 도
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화지구 2단계 사업 및 군자매립지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시흥시는 자
급자족의 도시기능을 갖추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시의 중심시가지를
대야 신천 은행권,

시화지구권,

시청 행정타운권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그린벨트 해
제에 따른 도시개발 전략으로 공영개발사업 방식의 대규모 공
동주택지 조성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장기
적인 안목에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새로이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도시공간구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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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장
기발전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인접한 도시의 장기발전계
획과도 상호 연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황금회 박사는 시흥시의 도시성장구조 및 개발관리 측면
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시흥시는 도시철도가 경유하는 시화 정왕동 지역을 중
심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산재된 정주패턴으로 구심점이 부족한 공간적 도심구조
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폐염전 부지가
시흥시 중심부에 자리함으로써 도시구심점을 형성하는데 장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폐
염전 개발에 따른 도시구심점 형성작업과 난개발의 방지를
위한 도시성장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개발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성장관리 뿐만 아
니라 대중교통 지향적인 고효율성 도시개발 전략, 도시개발
관리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개발관리 및
성장관리의 주요 요건으로
정책의 일관성 검토,
책 실행의 유연성,

정책 및 집행의 주체 설정,

중앙정부-지자체의 역할분담,

정

경제발전의 도모 및 주택구매력 제고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시흥시의 개발관리 방향으로 시흥
시의 위치 및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리정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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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 관련 팀원을 도시건설국 산하
에 구성하여 정보화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안
들을 제시하고 있다.

송제룡 박사는 시흥시의 교통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기
반시설 현황으로 간선도로, 도로교통량, 교차로 교통량, 자
동차 보유대수, 대중교통, 도시철도, 주차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흥시의 유출입 목적통행량 및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시흥시 교통체계의 문제점으로서
의 부재,

지역간 연계 간선도로망의 부족,

중교통 운행서비스,

교통축
불편한 대

대중교통 수단간 불편한 환승체계

등 크게 4가지로 진단하고 있다. 시흥시가 교통요충지임에
도 불구하고 산재된 도시공간구조로 인해 통행패턴이 일정
하지 않아 교통축이 부재하고 남북축보다는 동서축으로 간
선도로망의 부족, 불합리한 버스노선체계로 인한 불편한 버
스이용 서비스, 도시철도와 버스간의 미연계 운행 등의 문
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한 전략방안으로 무엇보다도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해안도로, 공단도로 확장, 조남 월곶간 도로개설, 방산
하중간 도로개설, 천왕 금이간 도로개설 등의 광역도로 기
반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 개선방안으로는 불합리한 버스노선들은 간선

8

시흥지역연구

및 지선 등의 기능별 노선체계로 개편하고 시흥시 버스운송
사업체 설립, 버스와 전철간의 연계운행, 전철역세권 환승
센터화를 통한 편리한 환승체계, 버스정보시스템의 도입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방안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정미경 박사는 시흥시의 지역경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
악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현황
으로서 취업별 산업구조, 등록공장 및 기업체 현황, 업종별
특화도, 지역별 제조업 및 지식기반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시흥시의 공업단지 및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연구개발비의 투자가 많지 않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 및 문제
점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흥시가 첨단 공업도
시로 발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통 및 물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 대응전략 및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흥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의 전략업종 선정과 육성전략이 필요한데 첫째,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장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
술 자금 판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둘째, 지식집약
적 업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셋째, 전략업종으로서 금속 기계 화학 플라스
틱 제조업종에 대하여 공동생산 및 유통하부구조를 개선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통 및 물류산
업의 육성방안으로는 집적이익 및 지역내 시설간의 기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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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강화하고 도소매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센터
와 같은 시설을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해 유통물류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흥식 박사는 국내 외적 관광시장의 여건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 분석한 후 관관산업 육성을 위한 시흥시 관
광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흥시의 관광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제점으로 시흥시는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관광자원개발의 부족, 국제적 수준의 관광기반
시설의 부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
호법 등의 법적 제약요인들로 인해 체계적으로 관광개발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는 동북아시아와 남북한 수도권-개성권과 연계관광을 위한
중간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
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 시행, 재택 근무의 확산 등으로
수도권내 인접지역으로부터 당일형 또는 1박2일형 관광휴양
지로서의 잠재력이 기대되는 곳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
흥시의 관광전략으로서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국제
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차별적이고 효율적
인 관광개발 정책의 추진 등을 대응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중국관광수요
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적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
이며, 이에 대비한 국제휴양 및 관광 명소로서 개발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관광기반시설로 골프장 및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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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아카데미 조성, 경정장, 가상체험시설, 쇼핑몰, 전원형
실버타운, 농촌 테마파크, 해양생태공원, 식물공원,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및 호텔과 같은 시설들의 확충이 필요하
다고 제시하고 있다. 시흥시 관광진흥계획으로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의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관광객의 편리
한 이동성 확보를 위한 관광교통망의 확충 등의 계획을 수
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시흥시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해양형 복합관광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김동영 박사는 시흥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대기질 개선
을 위한 현안과제 및 개선전략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시
흥시가 안산 및 인천권역과 연계한 공업벨트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화지구내 대규모 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가 지역주민의 주된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다.
시화공단지역내 입주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
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악취유발 물질 등으로
인해 시흥시는 체감오염도가 큰 지역으로 보고 있다. 향후
시흥시는 제2시화공단 조성계획,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지
정폐기물 매립단지 조성계획 등으로 인해 인구 및 산업시설
의 폭증이 예상되고 현재보다 대기환경은 더욱 악화될 소지
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
보, 저밀도 도시개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구조 창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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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체제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시화공단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대

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량을 규제,

지역 오염물질의 총

울산, 광양만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대기환경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단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시흥시 지역연구는 이와 같이 6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
적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진단하고 개선전략 방안들
을 제시하였다. 향후 시흥시가 전체적이면서 장단기적인 도
시개발 및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있어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해 본다.

제2장
잠재의 땅, 가능성의 땅 시흥
강

식

Ⅰ. 글을 시작하며
시흥시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과제와 문제
를 안고 있는 도시로서 제한된 연구여건상 모든 문제를 다
루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처럼 많은 문제와 과제를 가졌다는 의미를 또 다른 관점에
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하고자 하며, 집필의 진행을 우선적으로 짚어 보아야 할 문
제들을 중심으로 논하도록 하겠다.
한강 이남의 서울 남쪽과 서쪽은 거의 시흥 땅이었던 것
이 이제는 시흥의 흔적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고,
그렇다고 그곳에 사는 이조차 그곳이 옛 시흥이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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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지 못한다. 시흥은 서울의 인구포화를 수행해주고, 자
리를 바꿔주는 아량을 베푼 흔치 않은 관대한 지역이 된 것
이다. 고양시의 경우 오늘의 서울 동대문과 을지로4가 등지
까지 고스란히 내주었지만, 그래도 서울의 중산층 40여 만
명을 껴안은 신도시 일산을 중심으로 새로이 번창하고 있
다. 이에 반해 시흥시는 오늘의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등 주위에 크고 작은 도시로 떨어져 나가고
진짜 시흥은 모두 서울로 안겨준 뒤 이젠 시흥 없는 시흥시
로 남게 된 것이다.1)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시화지구 대규
모 공단 뿐이다. 서울서 공해 공장으로 낙인찍힌 4,000여
개의 기업체가 오늘날 시흥을 먹여 살리는 소득 창출원으로
남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대부분의 땅마저도 그린벨트라
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자생적 발전의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흥시가 최근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이라는 기회
를 통해, 현재의 시가지 면적보다도 넓은, 개발 가능한 토
지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시흥시는 현재 도시의
성장 및 발전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기로서,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시흥시 자체의 문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로 도
시를 가꾸어 나아가야 하겠다.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에는 정착민(토박이)이란 개념이
1) 김원, “공간적 통합이 필요한 시흥“, 『자치공론』제6권 6호
(통권62호), 2000,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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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시화산업기지에 유입
된 취업인들로 구성된 시흥시의 경우 주민통합 만큼이나 도
시자체의 매력요소를 갖추어 수준 높은 시민들을 유인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
도시와는 차별화 된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고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의 계획
과 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영 수준의 마케팅 개념이 도입되어
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시흥시의 무궁한 가능성을 바람직
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순간, 최근에 필자가 방문했던 베를린시의 도시계획국
장의 충고가 새삼 상기된다. 그는 통독이후, 성급한 계획과
개발로 인하여 그들의 도시가 오히려 더욱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고 자인하며 한국의 도시계획전문가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Ⅱ. 시흥시의 도시 현주소

1. 일반현황
1) 인구
시흥시의 인구는 2000년말 기준으로 322.5천명이며, 1990
년 이후 연평균 11.6%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95
년 이후 18.2% 급격한 증가는 시화공단이 위치한 정왕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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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자연적 증가라기 보다 시화공단 및 주
변지역의 개발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가가 대부분이며 향후
대규모 개발가능지들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
구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2-1> 시흥시 인구추이

2) 토지이용
지목별로 임야가 43.1 로 32.8%를 점유하고 있고, 답이
22.4 로 17.1%, 전이 17.5 로 13.3%, 대지는 8.6 로
6.5%를 점유하고 있다. 기타 염전, 하천, 잡종지, 제방 등
이 22.6 로 17.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탓에 시흥시 지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경지와 임야는 거의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서울 인근의 경기도 땅에 평지로서 용도변경되지
않고 미개발로 남겨진 곳을 보는 것이 참으로 신통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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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아닐 수 없다.
<표 2-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공장용지 기타

면적
(㎢ )

131.5

17.5

22.4

43.1

8.6

11.5

5.8

22.6

비율
(%)

100.0

13.3

17.1

32.8

6.5

8.7

4.4

17.2

3) 주택
주택유형 중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1996년에 비해 2.5배가 증가하였으며, 연립주택의 경우
1998년에 592세대로 0.8%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전체
주택의 9.6%를 차지할 만큼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2-2> 주택유형 및 보급률
주
단독

택
아파트

유
연립

70.8% 40,903

7,980

25,956

93.1% 64,617

9,598

78,602 100.3% 78,871

6,388

연도

주택
세대수 보급률

1996

57,740

1998

69,424

2000

계

형
다세대

기타

583

6,384

1,144

47,908

592

6,519

635

61,162

7,607

2,372

1,342

이에 반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시가지의 노후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연립주택과 나홀로 아파트로 교체되고 있음이 수치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1996년에 70.8%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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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주택보급률은 1998년에 93.1%까지 상승하였고, 2000년에
는 급기야 100%를 넘어서게 되었다.

2. 도시의 입지특성
시흥시는 서북으로 인천광역시를 접하고 북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등 6개
단위행정도시에 접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흥시
에서 떨어져 나간 도시에 의해 오히려 도시계획 및 공간구
조상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림 2-2> 시흥시 동경계 및 주변도시

시흥시는 1996년 11월 반월 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 시흥
시 자체의 도시계획구역을 갖게 되었고 이와 함께 200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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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독자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도 이루어졌다. 행정구역
의 면적은 총 131.5 로 매립지와 해면부(공유수면)를 포함
하고 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29.58 로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
6.33 로 4.9%, 상업지역이 0.38 로 0.3%, 시화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이 4.41 로 3.4%, 녹지지역이 115.52 로
89.1%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개발제한구역은 112.96 로
시흥도시계획구역의 87.2%를 점유하고 있다. 동측 접경지역
의 급경사인 임야지대를 제외하고는 약 80%이상의 지역이
경사도 5%미만의 평지이며 서울과의 근접성 등을 감안하면
개발에 대한 기대와 압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시흥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
구

분

면
㎢

적
만평

구성비(%)

주 거 지 역

6.33

191.5

4.9

상 업 지 역

0.38

11.5

0.3

공 업 지 역

4.41

133.4

3.4

녹 지 지 역

115.52

3,494.5

89.1

(개발제한구역)

(112.96)

(3,417.0)

(87.2)

용도지역 미지정

2.94

88.9

2.3

시흥도시계획구역

129.58

3,919.8

100.0

자료 : 시흥시(2001(2000년 12월 기준)),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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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흥시 도시계획 총괄도

3. 광역도시계획상의 시흥시
시흥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개편구상의 다
핵화 추진전략상2) 수도권 서남지역에 속하고 있으며 이에

2) 수도권 다핵화의 지역별 구분을 수도권 동북지역, 서북지역,
서남지역, 동남지역, 남부지역, 국가중추관리지역 등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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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련 계획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차 거점도시 인천시를 국제교류의 관문으로 설정하여
서울과 연결하는 국제교류중심축으로 육성하되, 인근지
역의 안양,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안산시의 산업지역과
의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통행을 분산
하고 수도권의 지식산업벨트를 형성한다.
- 아울러 경기도의 대부도 및 시화간석지 등의 서해연안
지역과 용유 무의지구 및 강화군내 해양, 역사, 문화,
전적유적 등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임해관광 레저단지
로 조성
◦ 경기만 지역의 해양환경 및 갯벌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해연안축을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상의 5개 지역3) 중, 서
부지역에 속하며 이와 관련한 전략 및 실천계획을 보면, 다
음과 같다.

3)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도권을 중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
역, 북부지역, 동부지역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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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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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수도권 지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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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역·남부지역·북부지역·동부지역은 지역별로 차
별화된 개발밀도를 통해 도시성장을 관리한다.
- 4개 지역은 현재보다 쾌적한 저밀도로 도시성장을 관리
하기 위하여,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은 150인
/ha 내외로, 동부지역은 100인/ha 내외의 개발밀도로
시가지 개발 및 정비를 추진
◦ 서부지역의 개발 및 정비전략은 다음과 같다.
- 김포 강화 연안생태계에서 시흥북부와 광명서부로 연
결되는 서부지역 주요 녹지축의 보전을 위하여, 인천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녹지를 보전형 녹지축으로 설정하
여 관리
- 인천과 김포 및 시흥의 연담화 방지를 위해 매립지의
농업적 토지이용을 보호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역인 시흥 폐염전의 개발계획수립시 서해연안 시화 폐
염전과 시흥 구시가지 남부, 그리고 중부지역인 광명서
부로 이어지는 광활한 녹지체계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 시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적 토지이용과 산재된
도시지역의 도시적 토지이용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
발제한구역내 농업경영환경을 훼손하는 도시적 토지이
용을 차단
-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창고용도 활용 등의 불법적 토
지이용은 대부분 산업 및 물류용지 공급의 부족에 따른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은 이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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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추진
상기한 계획내용과 같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의 시흥
시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인 인천시의 배후도시 성
격을 부여받고 있으며 기존의 양호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친
환경적인 저밀도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보
고 있다.

4. 장래 개발가능지 확보에 따른 시흥시의 위상 변화
시흥시는 수도권에서 단위 행정구역 중 가장 많은 개발제
한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즉 우선해제취락지역과
함께 공공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서의
조정지역, 기타 지역현안사업, 대규모 조정가능지를 포함하
여 약 480만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면적 중 실제 시가화 면적
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 336만평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으로 장차 시흥시의 시가화 면적이 2배 이상 확대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현 시화공단을 포함한 기존의
시가화 개발물량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시흥시가 형성되기까지 투입
된 재원과 시간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에 따라 대규모의
개발가능지가 확보되기는 하나, 이들의 양상이 기존의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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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가화 패턴과 같이, 각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이를
장래 발전적인 시흥시 도시공간구조상에 어떻게 담을까 하
는 것이 시흥시의 현안과제라 할 수 있다.
<표 2-5>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조정내용

우선해제취락지구

개략면적
(만평)
80

국가정책사업지역

60

공공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지역현안사업지역

40

토취장 배후주거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조정가능지역

300

구

합

분

계

비

고

약 50여 개 취락지역

폐염전 부지를 포함한 약 14개 지역

480

주) 현재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확정된 내용이 아닌 개략적인 수치임.

Ⅲ. 직면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과제
시흥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흥시의 관련
행정업무 담당자 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보고 있는 시흥
시의 도시계획상 현안과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 내용들을 이슈별로 정리한 것으로 필자는 이에
대한 문제들과 당면과제들을 다음 절에서 다른 시각으로 재
조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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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편화된 주거지역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상의 문제
시흥시는 23개소의 점적단위의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데, 이중 3 8만평 규모의 소규모 주거지역이 17개소나 된
다. 이러한 주거지역들은 자급자족의 도시기능을 갖추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부락간 연결도로 확보와 오 폐수 처리시
설들의 불필요한 연장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투자비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흥시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자족
적인 도시구조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거지들의 통합
과 체계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2. 생활권의 정비 및 중심시가지 기능의 강화
시흥시는 우선 대야, 신천, 은행동 권역의 생활권과 시화
지구의 생활권 및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생활권
등 크게 3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본 3개 권역을 도시기능적 측면에서 인근 시와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미비로 인하여 시민들은 인근 시로까지 가서 생
필품을 구입해 오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생활권내의 지역중심에 대형 쇼핑센터 등 중심 생
활서비스시설의 입지 등이 요구되며, 현 시청을 중심으로
한, 일정 지역을 행정타운화하여 가급적 관련 행정기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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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시키고 이를 네트워크화하여야 하겠다.

3.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 문제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지역은 소규모 점
적 해제인 반면, 조정가능구역은 주로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어 일단의 개발사업에 의한 사업추진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폐염전과 같은 지역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단위개발사업 가능지로서 주택지를 포함한 기타 상업, 업
무, 위락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예상되는 바, 개발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발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
안 또한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Ⅳ. 바람직한 도시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제언

1. 도시의 공간적인 통합 및 주민통합
시흥시의 도시계획상 최우선의 과제는 산재되어 있는 생
활공간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중심성(Centrality)을 갖춘 도
시로 가꾸느냐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의 통합만큼
이나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주민의 통합이다.
오늘날 시흥시에 모여 있는 인구는 당초 시흥에 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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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주민이라기보다는 시화 산업기지에 유입된 취업
인구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서
울주민의 이주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의식구조를 지닌 주민들이 오늘날의 시흥주민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들을 ‘
시흥시민’
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른바 균형 잡힌 도시기반을 조성하면서 현재 대야와 신
천의 구시가지권과 시화지구로 양분되어 있는 구심점 없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의 중앙에 있는 폐염전 지역을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개발하려는 시흥시의 의도는 다른 지
역의 선례에서 볼 때에도 타당한 시책으로 받아들여지며 개
발제한구역 조정 작업에 의해 시흥시의 공간적 통합의 실현
이 한발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통합과 함께, 주민통합의 전략으로서 지역
고유의 문화 발굴과 고취 등 정책적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최근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의
새로운 기법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
시민참여 도시만들
기’
, ‘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운동 등을 도입, 공간적 통합과
함께, 주민통합을 함께 성취해 갈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겠다.
시흥시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취락지와 개발지들의 정비
문제는 시흥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기도 대부분의 도시
들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최근 국내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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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도시만들기 일본사례》
① 주민참여 신도시개발사업
• 日本 橫浜市 港北(코오후쿠) 뉴타운
- 동경도 주변부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1965년도부터 개발계
획을 수립하여 현재 65%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2,530ha
규모의 대규모 주거지
-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해 요코하마시는 녹지환경을 만드
는 조례, 요코하마시 시가지환경설계제도, 지구계획제도,
건축협정, 마을가꾸기 협정제도 등 다양한 도시관리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계획도시
②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
• 日本 東京都 世田谷區(세다가야구) : 타이시도(太子堂)지구
∙ 1979년(소화 54년) : 區가 기본계획을 정하고, 재해에 강한
마을만들기(마찌쯔꾸리)계획을 중점사업으로 시작
∙ 마찌쯔꾸리 방식
- 마찌쯔꾸리 조례에 의한 추진지구 지정
- 마찌쯔꾸리 협의회와 주민참가
- 수복형 도시정비방식에 의한 마찌쯔꾸리 사업의 전개
③
•
∙
-

-

∙
-

주민참여형 상업지 정비
日本 橫浜市 元町(모또마찌)地區
마을만들기(마찌쯔꾸리)의 시작
원내지구는 관내지구의 남측, 山手臼 외국인 거주지의 산기
슭에 위치한 총연장 600m의 상점가
山手의 외국인이 이용하는 상점가로 출발, 발전하여 현재는
여성패션 관련 상품이 풍부한 상점가로서 역사적으로나 전
국적으로도 지명도가 높고 두터운 고정 고객층을 확보
1945년 이후 각 점포의 노력으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
여 건물 1층 부분에 보도를 설치하는 등 상점가 특성을 살
려 마찌쯔꾸리 사업을 실시
마찌쯔꾸리 3대 사업
도로재정비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조성
거리가꾸기 협정의 체결 및 운용 : 매력 있는 거리조성
마켓팅 전략사업 : 새로운 시대로의 기획측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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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서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서는
2001년에 한국토지공사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
네트워크형
정비기법’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개략
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형 정비기법이란 교외지역에 산재하여 입지하게
되는 주거와 생산시설, 도시서비스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네트워크)시켜 개발 정비하는 기법으로,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도농공존형의 정주공간
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 교외지역 정비방식을 말한다4).
방법면에서의 주요한 특징은 일정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정비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묶어 하나의 단위사업처럼
운영 및 관리하는데 있으며, 도로 및 상하수도, 학교, 공공
편익시설 등 도시서비스 기반의 개선과 함께 발생되는 수용
용량 증가량의 범위내에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네트워크형 정비기법과 도시교외
지역관리, 도시정보(통권239호), 2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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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법이 추구하는 주요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획적 지역정비 도모

∙도시기반시설 공급과 연동된 지역정비 추진
(도로, 학교, 공공시설, 상하수도 등)
∙개발수요의 계획적, 단계적 수용
∙환경의 허용용량 범위내에서 개발

환경친화적 개발 지향

∙기존 임야, 농지 등 자연환경의 최대한 보존
(생태도 작성에 의해 보존지역 설정)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중저밀도 유지
∙생업의 지속성 유지

도농 통합형의 생활 실현
∙제대로 갖추어진 도시적 서비스 공급
∙주민참여를 중시한 다양한 사업방식 채택
지역주민 중심의 정비추진
∙개발이익의 지역내 환원

본 기법의 내용적 구성은 크게 계획부분과 사업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계획부분은 지역정비종합계획, 계획구역, 개
발사업의 규모 및 대상지 선정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사업
부분에는 사업주체, 사업의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적용의 유형으로 ‘
난개발 진행지역 정비형’
과 ‘
난개
발 방지형’
, ‘
낙후지역 정비형’
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계획방법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제시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형 정비기법은 난개발 방지와 기존 택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개선 등 도시 교외지역의 새로운 관리기
법으로 제안된 것이나, 앞으로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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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인 방법론의 정립과 제도적 뒷받침 등, 좀더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흥시는 본 도시정비기법을 포함한 신기법들을
부단히 검토 연구하고 시흥시에 적합한 적용방법들을 개발
하여 바람직한 시흥시 도시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하
겠다.

2.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가능지의 개발방향
현재 수도권, 특히 경기도내의 대규모 G B 조정가능지역
은 대략 58.6 (1,776만평)로서 일시에 대량의 개발가능지
가 공급됨으로써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동시다발적인 도시개
발사업추진이 예상된다. 따라서 유사한 지역(입지적 조건)
에 유사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상호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며 개발사업에 있어서 성공의 여부도 상대적
으로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동경주변 지역의 경우에도 버블경제의 분위기아래
낙관적이고 기대에 부푼 장래 도시개발수요의 추정을 통하
여 야심 찬 신부도심 및 복합도시개발을 자치단체별로 앞다
투어 추진하였으나, 버블경제의 붕괴이후 개발수요의 급격
한 하락과 도시개발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불가피한 계획수
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각 사업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의 시 군 중,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조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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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를 보유한 지자체는 개발의 기대심리로 인하여 앞 다투
어 개발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으나,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개발의 실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곧 막대한
자금조달과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시 군들의 동향을 보면, 은근히 공
영개발사업자(토공, 주공 등)들이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기
대 심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도
시개발 법 제도와 사업자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의 공급에
그 중심을 두고 있어 현 공영개발사업으로 본 시흥의 대규
모 조정가능지역을 개발한다면, 타 시 군과 다름없는 아파
트 숲, 공동주택지 도시를 양산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앞 다투어 공영개발사업을 유치
하여 성급한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것은 시흥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바람직한 도시상의 정립을 위해서 결코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다.
1995년 6.27선거를 계기로 한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중앙
주도에서 지방주도로의 변화와 지방이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어감으로써 지역간의 무한
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지자체들
은 지역의 “
생활의 질”향상과 복지 증진 등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를 이루기 위하여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에 대한 스스
로의 전략수립과 시행기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또한 2000년 7월 새로이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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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개발제도 및 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하고
있다.
시흥시가 성급한 개발의 논리로 본 시흥의 핵심지역을 택
지개발을 위한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내어준다면 이는 장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이처럼 지방자
치제의 도입 성숙기에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기업과 같은 경
영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야 할 준
비를 하여야 겠다. 따라서 시흥시의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
한 도시개발전략팀을 행정청에 기구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
서의 지역개발정책을 펴나가야 하겠다.
또한 시흥시가 그리고 있는 폐염전개발의 청사진이 실현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이 이루
어져서는 안되겠다. 현재 다양한 모습의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이 제정되었으며 본 제도에 의한 도시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개발법 에서는 지자체, 민간개발업자, 토지소유자 등 다양
한 사업주체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방식
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제도 여건 속에서 그 변화의 추이를 보고 장기
적인 안목에서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 외국(일본, 유럽국가 등)의 도시개발 사례들을 보
면, 우리나라와 같이 7 8년 만에 해치우는 대규모의 도시
개발과는 달리, 20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아래 단계적으로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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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삼아 점차 개선해 가는 도시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당장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
에 해당 지자체들은 부담을 갖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성
급한 도시개발예정지를 지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사업예정지의 지가 앙등을 부추김으로써 향후의 계획적 도
시개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발사
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개발을 통제 관리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새로이 시행되는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 기
반시설연동제,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도시관리제도
들을 통하여 강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3. 기타 대규모 개발유휴지의 활용 관리방안
시흥시는 장차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
다. 약 250만평에 달하는 폐염전부지와 300만평에 달하는
시화호 간사지 개발, 시화지구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238만
평 규모의 토취장, ’
99.12.14 승인된 15만평 규모의 서해안
공유수면, 150만평 규모의 군자매립지 등 개발이 가능한 면
적만도 953만평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여의도의 11
배, 분당신도시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현재까지
시가지 조성에 들인 시간과 엄청난 노력들을 본다면, 상기
한 모든 개발가능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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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흥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양상을 보면, 이
러한 대규모 개발가능지들이 각 대상지별 사업별로 검토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선해제취락
들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토취장, 폐염전 등의 개발 등
이 개별 연구용역으로 발주, 각 단위 사업 중심의 개발타당
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도권에서
일고 있는 또 다른 난개발을 보는 듯하다.
이처럼 시흥시 전체의 장기적 도시공간계획의 틀이 없는
가운데, 시행되는 단위사업들은 결국 단편적인 시가지 확산
(Sprawl)을 불러 올 것이며 사업간의 상충이나 왜곡 등으로
인해 시흥시 도시발전에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도 크
다고 하겠다. 이러한 예로 용인시 등은 무차별적이고 단편
적인 단위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추후 지역간 간선도로
개설을 위한 노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본 개발가능지들을 포함한 시흥시
전체의 종합적 도시장기발전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
야 하며 이를 기초로 단위사업들이 검토되어져야 하겠다.
더 나아가 시흥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시들의 장기발전계
획과도 상호 검토하여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시흥시 발전전
략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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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1999년 3월
과 2000년 6월

시흥시 중장기발전계획 의 수립

2016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공교롭게도 현재의 개발제한
구역 조정에 따른 대규모 개발가능지의 확보 예정 등으로,
그 효용성 자체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개발가능지들을 감
안한 시흥시 중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가 조
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유휴지들은 시흥시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나 단위사업들의 개발
방향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한편, 최근 시화호지역의 종합발전전략(안)으로 수도권내
의 타 전략개발사업들을 고려한 개발유보안이 선정되는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러운 감이 있다. 이는 10년간 개발을 유보
하고, 2011년경 시화호 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시흥시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아쉬운 결과
라 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내린 선택에 격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개발이 유보되었다고 하나, 이로써
시화호지역의 미래가 종식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앞으로 10
년간은 시화호에 가장 적합한 개발방향 설정을 위해 지속적
인 준비기간으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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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국토계획법」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및 관리체제 정비
정부는 최근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체계를
일원화하고자, 기존의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하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본 법률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서 늦은
감은 있지만 계획적 개발의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 있
다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본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당장 용도지역 지구 구
역제도의 개편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의 재검토 재수립과
토지적성평가제의 실시,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기반시설
연동제의 도입 등 제도 시행에 있어 시행사례도 없고 검증
되지도 않은 신개념의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 기법들이 도
입 시행됨으로써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일선
지자체의 도시계획행정의 폭주와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은 제도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비교적 많은 부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됨으
로써 지자체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권한강화를 가져왔으나,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상의 건폐율, 용적률의 운영
이라던가, 기성 시가지의 용도지역 세분 등은 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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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현 경기도 시 군들의 조례 운영상, 개발밀도에 있
어, 서울시의 경우를 그대로 반영하여 제정하는 경우가 많
은데, 시흥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5. 연안(Waterfront) 개발의 재정비
선진 도시들은 연안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를 제고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연안에 공단이 입지한 연유로 공해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연안의 공간들을 도시 어
메니티 요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해외 유수의 벤치마킹 대상 도시 중 해안을 하고
있는 도시들의 대부분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름다
운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들 공유의 활발한 활동공간으로 활
용하는 사례를 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도시의 독특한 이미
지와 특성을 만들어 방문자로 하여금 도시의 인상을 강하게
남겨놓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삼
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안 활용 실상과 비교하며 아쉬웠
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러한 수변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개발 초기, 거창한 시
설위주(해양관광단지 또는 테마파크 등)의 개발 청사진을
내세우자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모일 수 있고, 거기에서
활동이 유발될 수 있는 소박한 공원에서부터 출발하여 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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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활용한 시민축제 등과 같은 이벤트 등을 개발, 시민
스스로 개발과 보존 의식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그리고
친숙한 수변공간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심음으로써 수변공
간이 시민공간으로 회복해갈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행정청에서는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겠다.

<그림 2-5> 동경 임해부도심 주요시설배치도

<그림 2-6> 수변지역의 건물군 및 주변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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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수변휴게시설

Ⅴ. 글을 마무리하며
시흥시는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제도에 의해 개발이 억제
되어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발의 억제가 오히려 향후 개발의 혜택
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는 작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필자는 본고의 제목을 ‘
잠재의
땅, 가능성의 땅 시흥’
으로 집필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생
각은 본 지역연구의 착수 초기나 지금도 변함이 없는 생각
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개발의 기회가 갑자기 도래
했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
발전은 곧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 도시들이 행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소중한 국토공간을 훼손하고 파헤쳐서는
안될 것이다. 어찌 보면 시흥시는 서울 인접의 도시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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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개발의 후발그룹으로서, 선발그룹 도시들이 행
하였던 시행착오와 실패들을 거울삼아 훨씬 앞선 선진 도시
계획행정 및 도시개발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
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보전할 수 있었던 시흥지역의 자연
환경과 공간을 미래 발전의 자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장
차 후대에 물려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아니 더 나아가 국내
및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도시로 성장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
는다.
필자는 전공이 도시개발 및 설계분야이다 보니 세계 유수
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례들을 접할 기회가 빈번한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왜 외국인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러
한 도시들을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안타까움을 매번
느끼곤 하였다.
이러한 선진외국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도
시를 만들기 위해서 본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로 우선은 시흥시의 도시계획 수립이 단순히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이용을 나누는 물리적 계획 이전에 시흥시 발
전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
존의 공해산업을 청정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
전략과 도시공간의 장기적 통합전략, 주민화합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사업 등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즉 하드웨어적인 도시개발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도시의 경영 관리측면에서의 전략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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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목표인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여야
하겠다.
둘째로 이와 같은 전략계획의 수립과 이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해서는 도시관리의 체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
야 한다. 즉 선진 도시의 사례들과 같이 해당 지자체 내에
이러한 전략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현재의 행정조직 제도의 미비와
기존 행정조직의 관성에 의한 실천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보
다 나은 시흥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이를 감
내해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전략계획팀은 도시계획, 도시
개발, 산업 경제 등 다양한 연관업무 담당자들로 구성하여
지역의 변화하는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시의 적절한 전략계획을 그때그때 수정 보완하여 지역의
중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수
립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계
획의 수립과정에는 지역전문가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각도로 활용하여 참신하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학, 지역단체들과 상시적인 공조
를 통하여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고 정책의 설득 홍보효과
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로 전술한 제안에 덧붙여,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시기
본계획들이 그렇듯이 사업아이템만 가득한 이상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실천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안고 있는 도시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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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만, 근원적인 해결책으로서 실천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의 도시기본계
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지지
를 얻어야 하며, 아울러 시흥시 스스로 장기발전계획 및 도
시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있어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관련계획을 지역과 관
계도 없는 외부기관이나 기술용역사에 일회성으로 맡기어
수립하는 나라는 없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시흥시가 경기
도내에서 본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최초의 시가 되
어주기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도시계획 개발행정에 있어
서 타 시 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시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시흥시는 도시화와 도시개
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을 것이 예상
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란 궁극적으로 시흥이라는 지역을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나아가서 인근 도시와 조화를 이루
면서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건설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또한 모든 시민들의 공통된 바램일 것
이다.
따라서 시흥시는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여 진지하고 주도
면밀한 계획아래 장기적인 시흥도시비전을 제시하고 그 지
명처럼 발전과 부흥이 시작된 곳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제3장
시흥시 도시개발관리
및 정보화 추진
황 금 회

Ⅰ. 머리말
시흥시와 같이 개발가능한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점과,
뚜렷한 도시중심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수
용하며 개발을 관리하는 정책방향, 주거지가 흩어져 분포되
어 있는 실상에서 정주의식의 형성을 위한 정보화 방향, 정
보화를 이용하여 도시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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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시흥시의 도시공간구조는 도시의 중심을 이루는 뚜렷한
구심점이 약하다는 사실이 잔존해 왔다. 이러한 도시의 구
심점 약화문제는 시흥시가 생겨나면서부터 안고 있는 태생
적 한계이기도 하다. <그림 3-1>에서 위성영상이 보여주는
정주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산개된 정주패턴이 눈으로
확인된다. 개발지역 인접한 지역을 살펴보면 서쪽에 인천광
역시, 남쪽에 안산시, 북쪽에 부천시, 동쪽에 안양시로 둘
러 싸인 형국을 취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 시흥시 정주지역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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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시흥시의 인접지역의 도시계획 용도

<그림 3-2>에서 보듯이 분홍색색상으로 표현된 공업지
역이 대규모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공
업지역은 시흥시, 인접한 인천시와 안산시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시흥시의 공업지역에는 시화공단이 들어서 있으며, 시화
공단 인접한 정왕(동)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지
가 형성되어 있다. 시흥시의 북측으로 대야(동) 및 은행
(동)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시흥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 지리적인 관
점에서 살펴보면 전철로 연결되어 교통접근성이 향상된 정
왕(동)지역을 중심으로 시흥시가 위치한 지점을 향하여 인
구증가의 축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다른 인
구증가의 축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
흥시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대야(동) 및 은행(동)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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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여 남서방향으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시흥시청
으로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시흥시가 인구유입의 구심점이 형성되
었다기 보다는 인근의 대도시지역으로부터 인구탈출이라는
교외화의 현상이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3> 시흥시 90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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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시흥시 2000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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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시흥시 90년 인구
시군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행정동
대야동
신천동
신관동
은행동
매화동
안산동
목감동
거모동
정왕동

인구수
21,916
25,430
5,352
12,788
7,939
7,982
10,803
10,848
4,142

행정동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거모동
정왕동
과림동
연성동

인구수
29,103
34,844
12,476
16,679
9,055
10,964
13,303
8,307
2,466
2,704

<표 3-2> 시흥시 95년 인구
시군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표 3-3> 시흥시 2000년 인구
시군
행정동
시흥시
대야동
시흥시
신천동
시흥시
신현동
시흥시
은행동
시흥시
매화동
시흥시
목감동
시흥시
거모동
시흥시
정왕1동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정왕2동
과림동
연성동

인구수
37,967
41,747
13,519
27,457
13,488
12,574
23,134
43,539
71,463
2,822
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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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시흥시 2000년 도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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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와 부천시와 인접한 시흥시 과림(동) 등의 지역에는
축사의 난립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히 축사 난개발이라고 불릴
만하다.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실
제로 공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상이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토대로 한 접근성이 양호한 과림동 및 인
근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
에 소규모 공장 등의 토지이용이 금지되고, 축사건립은 허가
가 가능하므로 축사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사실상 공장의 용도
로 이용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7> 시흥시 옛 염전터

시흥시는 바다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과의 인연이 아주
질기다고 말할 수 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옛 염전터가 그
것도 아주 넓은 땅이 시흥시 중심부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
다. 바로 이런 물리적 지형의 존재는 시흥시의 도시구심점
의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상에 처해 있다. 이 옛 염전
터의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쟁점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으며, 아직도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흥시가
맺고 있는 물과의 질긴 인연을 저버리는 개발방향의 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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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경 체계를 해치게 할 개연성이 높다는 대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흥시는 도시구심점의 형성이 필요하고 각종 난개발을 억
제하는 도시개발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시구심점 형성과
난개발의 방지에 도시개발 또는 성장관리가 제 역할을 할 것
으로 믿는다.

Ⅲ. 도시개발관리 또는 성장관리
도시 성장관리의 초기적 개념은 미국 Kentuchy주
Lexington 시에서 집행한 도시기반시설 공급구역 (Urban
service area)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Roeseler 1982). 기반
시설을 경계선 밖에 위치할 개발행위를 둔화시킴과 동시에
구획선 안으로 개발을 유도함이 목적이다. 이 성장 관리기
법인 도시서비스구역은 미국 Kentucky주 Fayette 카운티 판
사인 Nolan Carter의 평결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획득하였
다.
성장관리는 자연환경과 예상된 각종 개발간 균형이 유지
되도록 지역성장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행위이다 (DeGrove
1992). 또 다른 성장관리의 정의는 "성장관리란 관리되지
않은 성장을 배제하고 관리된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1) 도시내 일정지역이나 도시전역 또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을 대상으로 하고, 2) 종합적인 계획에 기초하며, 3) 그 계

시흥시 도시개발관리 및 정보화 추진

57

획추진에 걸맞는 수법으로 개발의 억제 혹은 유도, 또는 개
발에 따르는 폐해의 방지를 행하는, 4) 균형된 성장, 생활
의 질 향상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5)
성장관리의 목적은 “
도시의 외연적 확산 방지 (urban
sprawl), 납세자 보호 (tax-payer protection), 성장관리의
경제적

목표의

management),

달성

(economic

효율적인

purpose

도시형태의

of

growth

구축(issues

of

efficient urban form)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6) 도시의 성장을 억제위주로
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는 성장억제정책의 한계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성장억제정책보다는 시장기능의 효율
성을 살리면서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도에서 성장관
리가 최근들어 설득력을 점차 얻어 가고 있다.

Ⅳ. 고효율성 도시개발 전략
개발에 있어 교통결절점을 비롯한 역세권개발이 공간집약
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대중교통지향적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이 직주간의 거리를 어느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대안적 개발패턴으로 논의되
고 있다. 역세권개발도 대중교통지향적 개발의 범주에 해당
5) 이양재외 2인, 1996, 서울시 성장기법의 도입에 관한 연
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 이양재외 2인, 1996, 서울시 성장기법의 도입에 관한 연
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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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역세권의 규모는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반경 1.5
정도로 보고 정해진다. 전철정차장의 역세권은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고밀도 주거지지역이 형성되고, 1차 역세권역안
에 상업시설이 집적하는 개발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역세권
내 인구밀도가 교외지역보다 높으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이 전개된다. 전철역사에 상업시설을 인접하여 개
발함으로써 불필요한 통행을 감축하고 직주간의 통행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토지이용 전략이다.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간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6개 도시

개발패턴중 기존도시지역중 고밀도지역과 고밀도의 도시마
을(urban village)이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도시개발패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도시에 집
중된 개발, 즉 상대적으로 고밀의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개
발을 하는 도시개발이 교통연료와 관련된 에너지절약에 기
여할 수 있다. 한 도시개발전략연구전문가는 에너지소비와
접근성을 고려할 때 고밀로 집중된 도시지역이나 고밀로 개
발된 정주단위인 도시마을(urban village)이 가장 적합한
도시개발패턴인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통
행거리의

단축을

고려할

때,

고밀도의

공간집약도시

(compact city)가 바람직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역세권개발의 유형은 <표3-4>와 같이 도심, 부도심, 지역
등의 차원으로 분류되며 공간구조를 기준으로 인구 및 고용
밀도와 교통접근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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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도시마을(Urban Village)의 유형
명

칭

URBAN CENTER
VILLAGES

HUB URBAN VILLAGES

내

용

- 도심부에서 고밀도이며 집약·복합적 지구
- 15∼50호/acre 이상의 주호밀도
- 50인/acre 이상의 종업밀도
- Urban Center Village와 유기적으로 공공교통
으로 연결되는 고밀도이며 compact한 복합
적인 지구
- 중심지구 : 15∼20호/acre의 주호밀도
25∼50인/acre의 종업밀도

RESIDENTIAL URBAN
VILLAGES

NEIGHBORHOOD
VILLAGES

- 주변지구 : 8∼12호/acre의 주호밀도
- 거주계지구이지만 지구중심에 업종장소가
확보되고 있음
- Urban Center Village와 Hub Urban Village와
교통으로 연결
- 10∼15호/acre 주호밀도
- 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은 억제하는 근린주구
적인 지구이며, 몇 개의 상업시설이 중심부에
입지함
- Hub Urban Village와 Residential Urban Village가
공공교통으로 연결됨
- 8∼10호/acre의 주호밀도

자료 : 권영덕 (1997), 재인용.

도시 대중교통지향적 개발은 주요 환승역이나 교차지점에
근접한 지역을 말하며, 보행거리권내의 아파트, 전원아파
트,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고밀
거주지와 상가 및 업무시설을 말한다 (Downs 1994).
근린주구에 위치하는 대중교통지향적 개발은 주요 환승역
에서 다소 떨어져 위치하며, 상업시설의 비중이 적고 밀도
가 낮은 거주지지역으로 정의된다 (Downs 1994).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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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원아파트도 입지하는 지구로 볼
수 있다. 도시 대중교통지향적 개발의 간접영향권은 주요
환승역에서 멀고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지구로 본다.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지향적 개발의 범위는 반경 500
1,500 m로 구분하는데, 역세권의 제1차 범위는 반경 500m
이내로, 제2차 범위는 반경 500 - 1000m, 제3차 범위는 반
경 1000 - 1500m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요약
된다. 도시 대중교통지향적 개발의 반경은 0.6 km (2000 피
트), 근린권 대중교통지향적 개발은 0.831 km (2,770 피
트), 대중교통지향적 개발의 간접영향권의 반경은 1.5 km
(5,000 피트)이라고 Peter Calthorpe는 말한다 (Down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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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대중교통지향적 개발 사례지역 비교
사례지역

토지이용
주거

일자리
업무시설,호텔,
·인구 10천명
Arabella ·고용인구18천 판매시설,
Park,
식당, 병원,
명
극장, 도서관,
·임대
및
자가
Munich
공동주택
여가시설
50,000㎡ 업무
Zamlia
시설,식당,
저층 주거지
Park,
foodshop,
(1,300DU)
신문
판 매대,
Munich
공중 세탁기

Stockholm
전철역근처에
의
10-13층
Satellite
주거지 건설
Center

·중고밀 주거
Vancouve (800인/ha)
r, British (민간 임대 및
Columbia 자가 주택,
아파트)
Portland,
Oregon

저층 아파트

대중교통
수단
·지하철 정차
장
위치
·U-Bahn 노
선 통과

비고
·인간스케일
·무차량지대
·통행속도저
감

·S-Bahn 노 ·무차량지대
선 통과
·통행속도
·철도역 근접 저감

·공동주택은
정처장에서
500m이내
입지할 것
·Tunnelbana
업무, 판매시설
·단독주택은
철도 노선
및 첨단산업
버스정차장
통과
입지
또는 전철
정차장에서
300이내에
입지할 것
·신규교통결절
·고밀상업시설
점 형성에
(호텔, 업무시 ·Skytrain
따른 TOD
설, 백화점,
노선 통과
개발
영화관, 기타 (22㎞ , 15㎞
·노면전차중심
상점)
구간)
으로 한 내부
도시 TOD
업무 및 상점

·경전철(MAX) ·TOD회랑
노선
형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교통계획을 살펴보면, 첫째로 대
중교통축을 따라 형성된 정차장 근처에 고밀도의 주거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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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집중시키는 사례는 미국 오래곤주 포트랜드, 스톡홀름
(Stockholm), 토론토(Toronto), 비엔나(Vienna), 코펜하겐
(Copenhagen), 벤쿠버, 자밀라, 아라벨라 등의 도시에서 나
타난다 (<표 3-5> 대중교통지향적 개발 사례지역 비교). 둘
째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이나 기타 지역에 통
행유발이 높은 시설을 고밀도 개발시키는 유형의 사례는 미
국 오레곤주 포트랜드시 도심재개발에서 발견된다. 또한 대
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지개발을 집중하고,
신규개발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재정을 충
당하기 위하여 개발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 할 수 있다. 개발자에게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신규 개발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계획
지침(guideline)을 작성하고 있고, 계획지침을 채택한 도시
들은 미국 시애틀, 오크랜드 및 오랜지 카운티, 캐나다, 영
국 등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서 조사되었다 (OECD 1995).
지선버스 등의 유사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수립된
TOD계획 및 집행이 필요하며, 이때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대
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대중교
통의 종합적 접근성 분석이 반영된 계획은 영국의 런던기본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Greater London Authority
2001).
기타의 공간집약적 개발을 위한 입지효율성에 근거한 모
기지 도입을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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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가 가구의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
었는데, 차량보유율이 높은 가구는 주택모기지와 음의 상관
성을 나타낸다 (Bernstein 2001). 다시말해 차량보유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융자금 등의 상환기
간을 더디게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역세권 등에 위치
하는 주택의 경우 교통에너지효율적인 개발의 가능성이 높
아진다. 은행이 우대적인 정책 금융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공
간집약적 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다
(McCann 2001; 전명진 외 2000). 미국사례에서 입지효율성,
즉 공간집약적 대중교통지향적 개발을 고려한 가구의 경우
매월 100 500달러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cCann 2001).

Ⅴ. 도시개발관리 기법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기법은

기반시설연동제

(Con-

currency), 도시개발의 단계적 추진(Growth Phasing), 도시
개발의 성장률 설정(Growth Rate), 도시성장제한선 (Urban
Growth Boundary, UGB) 설정등의 직접 규제방법이 있다. 간
접적 규제기법으로는 도시합병(Annexation), 토지매입, 도
시성장시설물(Growth Shaper)의 공급조정이 있다. 도시개발
관리, 다시말해 도시성장의 범주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다. 광의의 도시개발 또는 성장관리를 말하는 기법은
<표 3-6>과 같이 공간적 및 비공간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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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도시개발관리의 공간적 기법
구분

공간
적
수단

기법

주요 정책목표

주요 법적 근거

도시 -개발제한구역 -대도시성장관리
차원 -수도권정비
-국토균형개발
-용도규제
-지역지구제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설계
단지
-지구상세계획
차원
-재개발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심재개발법

-건축물의 형태규제
필지 -사선재한
- 건축법
차원 -최소대지규모 - 최소필지규제

자료: 이양재 외2인 (1996).

개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는 기반시설연

동제가 의미하는 개발영향부담금(Impact Fee)을 부과하는
도시개발관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개발이 집중되어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장∙군수가 기반
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개
발관리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
다. 이미 개발이 진행된 기존 시가지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의 추가적인 공급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기보다는 개발밀도관리구
역으로 지정되고 기반시설의 용량, 즉 수용범위안에서 개발
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것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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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도시개발관리의 비공간적 기법
구분
세제

기법

주요 정책목표

주요 법적 근거

-토지초과이득세-부동산투기억제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법
-지방세법

-공공시설물 기
인허가 부체납
-공공시설정비
규제 -환경,교통,인구, -과밀과제
재해영향평가 등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비공
-택지초과소유
간적
부담금
수단
-교통유발부담금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요금 -혼잡통행료

-토지투기방지
-수도권과밀해소
-택지의 고른
소유
-교통혼잡방지
-농어촌구조개선
-공해방지
-환경오염방지
-폐기물관리

-교통혼잡방지

-주택건설촉진법
-각종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림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광역자치단체장 방침

자료: 이양재 외2인 (1996).

1. 미국 플로리다주의 도시개발관리 정책사례
미국 플로리다주는 주차원의 성장관리전략을 도입하여 성
공적으로 정착시킨 주 중 하나이다. 인구의 급성장은 플로
리다주가 끊임없는 개발압력으로부터 기존의 지역공동체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시키게 하는 원인이었다. 플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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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 제 1기(1985 ~ 1995)의 성장관리방안은 지나치게 성장
또는 개발을 억제하는 까닭에 성공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제 2기(1995년 이후)의 성장관리 전략은 정치권으로부터 강
력한 후원을 받아 제 1기 성장관리방안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 규제와 개발의 타협점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성장
관리 방안인 기반시설 연동제(concurrency)와 토지이용
(compact land use)의 집약화이다.
플로리다주가 이용한 성장관리 방안은 주정부의 중점관
리지역(areas of critical state concern)의 설정, 역외권
개발영향(development of regional impact)의 검토, 개발부
담금(impactfee)의

부과,

성장정책방향의

일관성

(consistency) 검토 등으로 요약된다. 중점관리지역으로 환
경보호지역과,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개발억제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플로리다주의 합법적 권한이다. 주정부 차원
의 중점관리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상수공급의 문제로 부각된
성장관리방안은 상수원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주민의 건강, 안전과 복지의 관점에서 개발영향이 최소행정
단위(군 또는 county)의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행위
는 지역도시계획위원회(RPC)에 개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
다. 역외권 개발영향의 검토를 통해 주거개발지역의 밀도를
낮추고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를 규제하였다. 기반시설 연
동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개발부담금은 새로운 개발행위가
초래한 기반시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합리적 상관성
(rational nexus)의 원칙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여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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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패로부터 교훈삼아 플로리다주는 도시종합계획의 일관
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일관성을 검토할 평가기관
의 명시,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명시하였다.
플로리다주의 성장관리방안은 제 1기에서 나타난 경직성
을 해소하고 보다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얻은 제 2기의
성장관리방안이 주차원의 성장관리 접근방법으로서 효과적
인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관리전략이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통제적인 방법에서 보다 권장적인 방법을 수용하였다. 그러
나 역외권 개발영향검토가 소규모 개발이 기반시설에 줄 수
있는 과부하의 누적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개발행위의
분쟁이 발생할 때 민간이 개입할 여지가 약하다는 점이 문
제라 할 수 있다. 평가기관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이해관
계가 많이 반영되고 참여 또는 기여하는 정도가 낮은 지방
정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
해관계가

있는

기관들간의

상호

의견인정(cross

-acceptance)이 필요하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성장관리방
안도 집행과정과 개발행위에 대한 평가(monitoring) 없이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
다.

2. 도시개발관리 또는 성장관리의 주요요건
도시개발 또는 성장관리의 주요요건으로는 $`
정책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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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주체 설정, $a정책의 일관성 검토, $b중앙정부-지자
체의 역할분담,

정책 실행의 유연성,

경제발전의 도

모 및 주택구매력 제고 등이다.
∙정책 및 집행의 주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환경오
염이 심한 주의 대도시권에 개발보조금을 전면 중단한다.
주가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등에 막대한 자금
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을 실행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 조지아주 애트란타 대도시에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이
심하여 연방정부의 동의와 보조금없이는 2차 도시순환고속
도로(Northen ARC)를 만들 수 없었고 계속하여 장래에 대비
한 도로건설계획을 다듬고 있다. 분명히 대도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이지만 연방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면
서 대도시개발을 지속할 수 없다.
∙정책의 일관성: 미국 도시나 카운티의 지방정부는 도시
계획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정부 또는 주정부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자연자원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보호, 즉 주의 중점관리
지역(areas of critical state concerns)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해 주정부가 대도시관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홍수, 폭풍우 등의 각종 재해에 대비한 개발규제 등이 주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루어 진다.7) 미국에 비해 수도권정책
의 일관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오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7) 경기개발연구원 번역 (1998), 성장관리와 공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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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경쟁력의 측면에서는 현 수도권정책의 논리는 효율적
이지 못하다.
∙중앙정부-지자체의 역할분담: 연방정부는 예산을 통해
주정부의 개발정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편이다. 주정부
는 연방정부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하위 지자체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각종 계획 및 개발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한다.
이 대목에서 주 정부차원에서 성장관리가 이루어지면 주 정
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의 조정 및 규제한다.
∙정책 실행의 유연성: 미국 오레곤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장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된 의무적인 종합도시계획 수
립에 하위 지자체의 심한 반대로 인하여 초기에 무산되었
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정책의 집행에서
보다 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유연한 대처방법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발전의 도모 및 주택구매력 제고: 주정부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세금감면과 기반시설
을 제공하여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한다. 또
한 도심에 사무공간의 건설로 인하여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
택스톡이 감소하기 마련인 데 주택구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를 연계하여 개발하도록 조건부 허가
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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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관리의 방향
1) 시흥시의 위치 및 지리적 이점 활용(경쟁우위성)
마이클 포터가 말하는 지리적 잇점을 살리는 입지를 기반
으로 한 경쟁우위 확보 전략의 창출이 절실하다는 명제가
아마도 시흥시에 아주 필요한 것 같다. 포터가 말하는 전략
적 입지는 교통과 통신이 결합 또는 결절을 이루고 있는 곳
에 비즈니스 지구, 물류시설, 관광센터 등이 집중하는 특성
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적 입지를 다진 지역은
인근의 산업활동과 연계된 산업클러스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 클러스터는 고급인력, 공급 및 유통망 등과의 네트웨크
를 통하여 연계성이 충분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흥시에 있는 지식기반제조업과 접근성이
양호한 도로망체계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인천과 안산, 서
울의 트라이앵글안에서 입지적 이점이 잘 집적된다면 입지
적 관성이

확보될 것이다. 시흥시는 인천국제공항과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인천항만과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
에 입지적 경쟁우위 확보의 한 요소인 사회간접자본(SOC)의
시각에서 잠재적 경쟁우위는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터는 경제활동이 집중하게 되면 그 후에는 입지가 클러스
터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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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의 구심점 확보
현재 공간의 이용은 4호선 전철이 연결되고 있는 정왕 지
역과 제2경인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와 만나는 삼각지대
안에 위치한 신천-대야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 두지역의 연계는 교통접근성 확보 또는 옛 염전
터를 활용하는 개발전략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나
머지 지역에는 소규모 취락이 산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활
용을 집중시키는데 계획가와 실무자의 숙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의 주거를 위한 인구이동 특성 때문에 외부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지리적인 특성은 유입되는 인구를 체
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개연성이 낮다.
가용지가 아주 많은 시흥시에서는 개발을 통한 인구흡수정
책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Ⅵ. 시흥시 정보화

1. 개관
∙컨텐츠의 접속
경기도내에서 시흥시의 인당 접속건수는 0.15이며, 최소
인당접속건수 0.13보다는 높지만 하위권에 속하고 경기도내
최고 인당 접속건수는 0.56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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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컨텐츠 활용
주민의 참여 및 컨텐츠 활용을 나타내는 인당 게시건수는
0.0085로 집계되어 최소 인당 게시건수인 0.008과 같은 하
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경기도내 최고 인당 게시건수
는 0.041로 계산되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주민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서비스를 신청한 인당 민
원서비스 건수를 살펴보면 시흥시는 경기도내 최고 인당 건
수 0.43보다 훨씬 낮은 0.15로 집계되었으며, 최저 인당 건
수는 0.05로 나타났다.

∙민원서비스 KIOSK 보급
민원서비스를 위한 KIOSK의 보급대수가 경기도내에서는
평균 10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시흥시의 경우에 14
대가 보급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화 교육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주민을 참여시키고 유도하기 위한
주민의 정보화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최고 교육시
간은 8.14이며, 최저 교육시간은 0.1로 집계되어 시흥시의
경우에 교육시간이 0.25로 산정되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0.27의 교육시간을 투자한 시의 경우와 인당 접속건
수나 또는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건수를 보면 시흥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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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용빈도를 나타내므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
안이 요청된다.

∙지역정보 인프라보급
정보화에 관한 기초 인프라인 PC가 보급되어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시흥시의 PC보급비율은 경기도내 최고치인 63%보
다는 낮은 51%로 상위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인프라
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내 최하위 PC보
급율은 24%인 점을 고려하면 시흥시의 PC보급율은 상당한
지역정보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 초고속인터넷을 가입하고 이용하는 비율을 보
면 최고비율이 100%이며, 최저비율이 27%인 점을 감안하면
시흥시의 초고속가입 및 이용비율은 95%로 집계되어 인터넷
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및 지역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잠
재적 역량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정보화관련 이벤트행사
지역정보화와 관련한 이벤트행사를 실시한 횟수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12회로 집계되었으며, 이벤트 행사가 전
혀 없었던 경기도내 시군이 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석자수에 있어서도 시흥시가 단연 으뜸인 것으로 집계되
었다.
시흥시가 실시한 지역정보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포도 시
민축제, 퀴즈 한마당 및 제2회 시흥문학상 인터넷 공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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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의 시군이 해당 지자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전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자결재 비율
시흥시에서 전자결재가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
펴보면 27.9%로 경기도 전체의 58.6%에 비교하면 절반의 수
준에 그치고 있다. 인접한 부천시의 경우 전자결재가 89%에
이르고 안산시에서는 30.2%의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시흥시의 경우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4개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며, 최다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시의 개수는 4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내

많은

시군이

생활지리정보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를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흥시의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의 운영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정보화 해외사례 소개(동경도 전자정부 번역자료)
◦ 일본 동경도 정보화계획 목표
∙ 도민이나 사업자가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향상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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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쉽고 친근한 행정실현과 도민참여의 확충
∙ 업무의 근본적인 개혁과 행정운영의 고도화 효율화
∙ 정보기반 정비와 기존 시스템의 개선

◦ 기초시스템등의 정비계획
∙ 주민이나 사업자가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향상의 실현
1. 전자적 신청 신고 등의 실현
2. 전자입찰의 실현
3. 공금 온라인지불의 실현
4.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의 도입
5. 각분야에의 IT화의 확충
(가) 동경디지털박물관 구상의 추진
(나) 공공시설, 공개강좌등의 인터넷예약 신청
(다) 전자 진찰기록, 진료정보네트워크의 활용

∙ 알기쉽고 친근한 행정실현과 주민참여의 확충
1. 포털사이트의 정비
2. 주민의 정책참여 확충
3.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제공
4. 각분야의 IT화 확대
(가) 주민과 네트워크에 의한 자동차 공해대책
(나) 전자투표의 대처

∙ 업무의 근본적 개혁과 행정운영의 고도화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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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업무의 재검토(문서종합관리시스템의 도입)
2. 행정업무의 시스템화
3. 회계관계사무의 재검토
4.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의 도입
5. 각 분야에의 IT화 확대
(가) CALS/EC(공공사업지원종합정보시스템) 도입
(나) GIS(지리정보시스템)의 이용확대

Ⅶ.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기본방향
시흥시는 교통의 외부접근성은 양호하지만 내부접근성은
외부접근성만큼 양호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흥시가 심사
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숙제가 되고 만 것인데, 이러한 숙제
를 해결 또는 해소하는데 지역정보화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적인 통합이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사이버 세상, 인터넷을 통하여 물리적인 제
약요소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을 정보화가 제공하
는 이점이기 때문이다.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이 우
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정보화 가속
∙생활/교통/관광정보화 촉진
∙시흥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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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경진대회
∙공무원을 포함한 정보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
보
∙지리정보관련 자료에 대한 갱신능력 신장

이중 무엇보다도 생활관련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절실
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의 교통망이 이상적인 격자형이
아닌 점도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경기도뿐만아니라 건설교통부는 일선 시군에서 정확한 시
군의 행경경계를 바탕으로 NGIS사업에서 작성된 수치지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시흥시의 경우에 자체
적으로 행정경계를 확인하고 수정할 인력이 최소한도로 확
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Ⅷ. 정보화로서의 지리정보정책
현재 지리정보팀은 정보통신부서안에 지리정보 업무관련
자가 2명배치되어 있다. 이중 한사람의 전공은 전산분야이
며, 나머지 한사람은 토목분야이다.

1. 기존사업
◦ 국가지리정보(NGIS)에 의한 기본도 제작 (제1차 시범사업)

78

시흥지역연구

지리정보관련 사업으로 제1차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국가지리정보(NGIS)에 의한 기본도 제작이었으며, 이 기본
도제작은 시흥시 관내 시가화지역의 일부분인 192도엽(43.4
)으로 한정되었다. 이 사업은 국립지리원의 주관아래
1996년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기간 1년후인 1997년 12월
말에 완료되었다. 사업비는 4억3천만원이었으며, 국비가 절
반정도로 그리고 시비가 절반정도로 조달된 방식을 취하였
다.

◦시흥시 전지역 기본도 제작(제2차 사업)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 지리정보 기본도 제작 제2차 사업은 시흥
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행되었으며, 기존에 제1차 시
범사업으로 제작된 수치지도는 정확성이 높게 수정되었고,
수치지도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제작되었다. 제2차
사업에서 도엽수가 제1차보다 3배나되는 644도엽(121.2 )
이 갱신 및 제작되었다. 제2차 수치기본도 제작에는 전액
시흥시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사업비는 23억2천만원이 소
요되었다. 사업기간은 제1차 기본도사업보다 2배나 소요되
었는데 2000년 2월에 시작하여 2002년 1월초에 완료되었다.

◦ 1999년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시역내의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시설이 개발관련 한 각종
지하굴착공사가 있을 때 상수관련 파이프가 손상되고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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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수되는 인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상화된 때가
있었다. 이러한 굴착사고 및 누수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1999년 6월에 발주하였다. 이른바 한국의 디
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정보화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고학력 미취업자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책과
병행된 점이 특징이다. 연고용인원이 17천명에 달하며, 이
를 일일 인원으로 환산하면 일일 115명이며 많은 인원이 공
공근로사업방식으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공공근로인건
비가 총사업비의 절반이나 차지하였다는 사실은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적 노동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였고 그 만큼 침체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사업의 범위로 대야동, 신천동 및 은행동의 시가화구역에
한정되었으며, 110 의 상수도시설물이 조사 또는 탐사되었
으며, 지리정보자료로 구축된 상수도시설물의 연장은 125
에 이른다. 사업비는 10억으로 책정되었으며, 중앙정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시
흥시가 부담하였다.

◦2000년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1999년에 시작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은 2000년 8월
에 1년간의 사업기간으로 계속 추진되었는데, 전년도에 추
진된 대야, 신천, 은행동을 제외한 시흥시 전지역에 걸쳐
실시되었다. 사업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절반의 사업비를 부
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시흥시가 부담하였다. 2000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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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하수도관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된 점이 특징
적이며, 이러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또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년도에 추진된 사업과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살리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2. 미국 Gresham 도시의 지리정보화
○ 배경
∙ 대상지역 : 미국 오래곤주 그래셤 도시
∙인터넷 사이트 주소 : http://www.ci.gresham.or.us/
또는 http://gis.ci.gresham.or.us/
∙지리정보팀의 직제 : 지리정보팀이 그래셤 도시의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셤 도시의 정보기술부서는 재정 및 관리서비스국
(Financial and Management Service)에 배치되어 있다.
정보기술부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지원, 컴퓨터화된 정보기
술시스템의 유지, 지리정보(GIS) 운영 및 관리, 전략적 정
보기술계획 수립, 이용자 지원, 네트웨크 망(LAN)관리, 소
프트웨어 교육, 컴퓨터 응용프로그램개발 및 메인프레임 시
스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데스크탑 PC 업그레이
드, windows2000 업그레이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지리정보의 차기버전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그래셤
도시정부를 행정관리용 으로 사용될 인트라넷 사이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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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 등이다.

∙그래셤 도시는 자체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리정보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뿐만 아닌
인적자원이 구비하고 있다. 전문 지리정보 인력이 총5인이
며, 지리정보팀의 핵심인력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
정보 팀장은 1인이며, 보조원은 1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모든 공간관련 정보는 정보의 출처 및 구성 등의 메타
정보(Metadata)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
과 관련된 정보는 상세한 설명이 부연하여 설명되고 구축되
어 있다. 특히 광역정부(Regional Government)인 메트로
(METRO)의 메타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은 상위 지리정보 사
이트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예시는 사이트의 주소인 http://gis.ci.gresham.or.us/data
dict/ugb_fill.htm에 접속하면 잘 나타나 있다.

∙지리정보를 통하여 구현되는 정보의 종류로는 도로, 과
세자료의 지리정보화, 위성영상, 버스노선정보, 10 피트(약
3 미터정도)간격의 등고선, 소방서, 장마 침수지역, 언덕,
유적지, 소화전의 위치, 자연환경보전, 멸종위기의 동식물
등의 자연자원, 경전철, 공원, Park 'n' Ride, 학교, 주요
나무, 하천, 우편번호, 용도지역제(Zoning), 처리중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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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등으로 정리되었다.

○ 특징
∙도시정보의 전반적 통합정도 : 모든 지리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도로, 과세자료의 지리정보화, 위성영상, 버스노선
정보, 10 피트(약 3 미터정도)간격의 등고선, 소방서, 장마
침수지역, 언덕, 유적지, 소화전의 위치, 자연환경보전, 멸
종위기의 동식물 등의 자연자원, 경전철, 공원, Park 'n'
Ride, 학교, 주요 나무, 하천, 우편번호, 용도지역제
(Zoning), 처리중인 토지분할 등이 정확하게 수정되거나 입
력되어 있다.

∙ 도시계획정보의 공개화 : 용도지역, 택지분할 등을 대
상으로 시민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하여 도시계획 진척사항
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도시개발에 관한 정
보를 단순한 문자를 이용한 공개라기 보다 지리정보를 추가
하는 방식의 공개가 일반적이다. 그래셤 도시기본계획은 전
자정부라는 특별한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링크되어 있으며,
html 또는 PDF 등의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구
성되어 있다. 그래셤 도시개발과 관련한 개발조례가 구체적
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축적의 상세성 : 그레샴(Gresham) 도시의 지리적인 상
세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소를 기준으로 한 주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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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Search), 지명 검색 등의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필
지를 단위로 한 지리정보가 구축되어 운영중에 있다.

∙정보의 공간적 표현 : 지리정보의 항목에 포함되는 모
든 정보는 축적에 따라 그래픽 화면에 적정한 공간 및 속성
정보를 구현하고 있다. 위성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세
한 지리정보자료를 나타낼 수 있는 일정한 축적이하로 설정
되면 자동적으로 위성영상은 점, 선, 면으로 표현되는 벡터
(Vector)방식의 자료와 연동하여 표현되도록 지리정보가 구
축되어 있다.

□ 버스노선 및 정차장 보기
(미국 Gresham 도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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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시 범람지역 (미국 Gresham 도시의 예)

□ 용도지역의 공간적 표현
(미국 Gresham 도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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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할지역의 공간적 구현
(미국 Gresham 도시의 예)

Ⅸ. 지리정보화정책의 방향
지리정보에 대한 시경계 및 행정경계 및 도로망에 관하여
실질적인 자료관리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원
이 필요하고 지리정보 팀이 구성되고 팀이 구축의 선행되어
야 한다.
지리정보팀원은 도시건설국산하에도 필요할 것이며, 상하
수도사업소에 지리정보 자료를 갱신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필
수요원이 상주할 필요가 있다. 상주 지리정보관리요원이 없
다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구축된 상하수도 지리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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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그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정보화 자원의
이용 극대화라는 전자정부의 목표에서 일탈되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투자 효과
의 달성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정보화관련 조직의 미래상
시흥시 지역정보화 전체의 시각에서 볼때 IT, ITS및 지리
정보 등의 각종 정보화를 종합적인 안목으로 조정할 수 있
는 역량을 갖춘 부서, 즉 IT이용 및 응용부서가 장기적으로
출현하는 추세가 바람직하다. 그 예로 미국에서 아이다주정
부와 조지아주정부에서는 IT, ITS(지능형 교통정보체계)
및 GIS(지리정보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관련 부
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만들었다.

Ⅹ. 정보화틀 응용한 도시계획지원시스템(PSS) 소개

1. 도시계획지원시스템의 배경
지리정보를 이용한 시스템구축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의 비용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널리 이용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정보기술을 받아
들이면서 1960년대에는 데이터가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데이터가 조직화되고 분석됨에 따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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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였다. 1980년대에는 정보와 경험 및 연구에 토대로
한 도시계획적 이해가 관건이라는 시각에서 의사결정시스템
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사이에 널리 알려졌다. 1990년대
에 정보를 토대로 창출된 지식이 경험과 추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는데 도시
계획에 있어 상호담론적이며 쌍방향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지혜의 창출에 역점을 두는 의사결정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DSS)이 요구되었다 (Klosterman
2001).

지리정보기술은 도시계획지원시스템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 이유는 지리정보는 자
료열람 및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과거 및 현재의 상태를 지
도에 표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형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지원시스템에서 지리정보를 빼어 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리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게 되는데, 특히 공간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지리적 공
간을 대상으로 한 공간분석(Spatial Analysis)이 근간이 되
고 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지원시스템에서 지리정보만으로
구성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까닭에 도시경
제, 인구통계학, 교통 환경, 토지이용분야에서 모델링기법
을 동원하여 도시계획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지리정보분야
에는 프로그램들의 연동화 처리에 한계가 있는 까닭에 매크
로 언어 또는 다른 프로그램 개발언어를 이용하여 구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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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 하나의 소프트웨어 팩키지만 구매
하면 모든 도시계획지원시스템이 구축되거나 해결되지는 않
는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
려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언어로 프로그램처리하는 지리정
보사업이 발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도시계획지원시스템 지표(Indicator)
토지이용에 있어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지표가 이용된다. 미국 위스콘신주
데인카운티에서 구축된 도시계획지원시스템에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염두에 둔 지표는 다음의 <표 3-8>과 같다.
도시계획지원시스템 또는 모니터링이 갖추어지면 인구유
입의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장래 인구
는 과거 및 현재의 인구추이를 바탕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인구추정 모형(Model)에 근거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물론
고용자수를 장래의 인구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인구가 유
입되는 공간적 패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
면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현상도 도시계획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탐색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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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도시계획지원시스템 지표
지표 분류

면적기반

필지기반

인구
통계

인구수

○

○

고용자

○

○

블록규모

○

○

토지이용 및
패턴

복합적 이용

○

○

토지이용의 균형

○

○

인당 기존 개발면적
인구밀도
인당주거면적
단독주거밀도
다세대주거밀도
단독 및 다세대 구성비
어멘니티 근접성
대중교통 근접성
상수 소비량

○
○
○
○
○
○
○
○

직주균형
고용밀도
대중교통근접성
공원면적
공원 근접성
NOx
CO
CO2
오픈스페이스
불침투성
가로 연결성
가로망 밀도
대중교통중시의 주거밀도
대중교통중심의 고용밀도
대중교통서비스밀도
보행로망 확보
보행경로 직선화정도
자전거망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

고용
위락

환경

교통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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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맺는말
개발가능한 토지의 양에 비하여 개발수요가 적다고 생각
하는 시군의 경우에 개발사업의 유치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
기 마련이다. 더욱이 인천광역시와 같은 인접한 시가 개발
의 각광을 받을 때에는 시를 운영하는 담당자에게 이러한
상황이 조바심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로의 개발유치를 위하여 정
보화, 사이버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는 해외 및 국내 사례
를 볼 때, 시흥시도 개발을 유치할 수 있는 정보화 아이템
을 발굴하고 도시개발과 연계하는 것이 적정한 방향이 될
것이다.
도시개발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도
시계획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물론 소요되는 전문 인력은
늘어나게 되지만 관리시에 필요한 도시관련 자료 및 정보를
연동시킴으로써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제4장
시흥시 교통체계의 개선방안
송 제 룡

Ⅰ. 들어가는 말
시흥시는 서해안의 바다를 접하고 있으면서 오이도, 옥구
도, 똥섬 등 크고 작은 섬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바다와 내
륙의 자연환경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
시흥시는 바다가 있고 산과 들판이 있어 일반도시라기 보
다는 어부와 농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농어촌의 냄새
가 진하게 풍기는 지역이다. 수도권내 끊임없는 도시개발
압력으로 인해 시흥지역내 여기저기서 택지가 조성되고 새
로운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시 및 교통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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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시흥시는
시화공단, 월곶유원지, 폐염전, 토취장, 군자매립지 등 다
양한 도심환경이 공존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정책개발과 도
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발을 필요로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시흥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인고속
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4개의 광역 고속도로가 경유하고
있으며 국도 39호선과 42호선 등의 간선도로가 격자형 도로
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
한 교통서비스 여건은 양호하지 못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
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
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의 부응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시내버스 및 도시철
도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불편으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불편
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도시 및 택지개발로 인하여 서울 및 인근 도시
지역간의 유출입 통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시계간 주요 간선도로상
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간 도로기반시설 확충, 불편한
대중교통 운행 및 환승체계 등도 시흥시 지역내 개선되어야
할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9년도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에서 나타난 통행특성
에 따르면, 시흥시는 자족성이 있는 통행패턴이라기 보다는
부천, 안산 등 주변 도시로의 유 출입 통행 비율이 높아
인근 도시에 대하여 생활의존도가 다소 높은 도시임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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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흥시의 통행패턴, 주요 도로구간의 교통
량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등의 교통환경을 중심으로 문제점
을 파악하고 시흥시가 향후 전략적으로 교통 및 도시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 및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시흥시 교통기반 환경

1. 교통시설 및 교통량 현황
1) 도로 현황
시흥시는 제2경인, 서해안, 서울외곽순환, 영동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 노선 32.1 가 지나가고 있으며, 국도는
2개 노선 32.3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국가지원지방

도 및 지방도, 시도 등 10개 노선을 포함하여 시흥시내 총
17개의 주요 간선도로급 노선 122.2 의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다.
인천, 부천, 광명, 안산, 서울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이
남북방향으로 놓여져 있으며 인천, 안산, 안양 등 동서축으
로는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국도 42호선이 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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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351호선과 397호선 11.6 가 남북방향으로 경유하
고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16.4 가 시화호변을 끼
고 공단을 경유하여 인천 소래포구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
다.
시도로 283호선, 284호선, 285호선, 286호선, 288호선,
289호선, 290호선 등 7개 노선 41.4 가 시흥시 전역에 산
재되어 있다. 시화지구내 도로망은 격자형으로 양호한 도로
여건을 나타내고 있으나 구도심지의 도로는 협소하고 불량
한 도로여건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 시흥시 도로 현황
구분

도로명

제2경인
서해안고속도로
고속
서울외곽순환
도로
영동고속도로
소계
39호선
국도
42호선
소계
351호선
397호선
지방도
84호선
소계
283호선
284호선
285호선
286호선
시도
288호선
289호선
290호선
소계
소계
계

도로구간
신천동∼과림동
월곶동∼화정동
대야동∼조남동
목감동∼조남동
4개 노선
대야동∼거모동
신천동∼조남동
3개 노선
논곡동∼무지동
금이동∼과림동
월곶동∼정왕동
3개 노선
계수동∼과림동
월곶동∼조남동
신천동∼포동
정왕동∼거모동
계수동∼과림동
신천동∼대야동
산현동∼금이동
7개 노선
17개 노선

차로수
(왕복)
6
4
6
6
4∼6
2∼4
4∼6
2∼6
2∼4
4∼6
4∼6
2∼6
2
2∼4
2
2∼4
2
2
2
2∼4
2∼6

폭원
(m)
40
40
40
35
35∼40
35
40
35∼40
35
40
35∼40
35∼40
8
8∼20
8
8∼20
8
8
8∼10
8∼20
8∼40

연장
(km)
6.2
7.51
14.15
4.24
32.1
15.47
16.83
32.3
0.3
11.3
16.39
16.39
3.6
15.0
7.8
7.4
0.9
1.8
4.9
41.4
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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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흥시 도로망 현황도

2) 도시철도 현황
2002년 현재 시흥시에는 안산선의 도시철도가 운행되고
있으며 안산시 구간 안산역, 신길온천역 다음으로 시흥시
지역에 정왕역, 오이도역 등을 포함하여 4개의 전철역이 설
치되어 있다. 따라서, 전철 교통수단이 시흥시에서 시내
외 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경부선에서 분리되어 안산선을 통과하고 오이도역으
로부터 월곶, 소래, 남동, 송도, 인천시 방향으로 연장노선
인 수인선 전철복선화 사업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다. 수
인선 전철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시흥시내 도시철도를 이
용하는 비중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내 신도시인 정왕동 택지개발 지역내 안산선이 경
유하고 있는데 정왕역 및 오이도역을 하루에 이용하는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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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차하는 이용자수가 2001년도에 평균 7,200 7,300여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안산선 12개역의 일평균 이용객수
15,000여명과 비교하여 시흥시 지역내 2개의 이용자수가 절
반 수준임을 나타내나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어 역세권내 도시 및 택지개발로 인해 향후 시화지구내 도
시철도의 이용률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 철도시설 현황
구분

구간

연장
(km)

비고

안산선

안양, 금정∼시흥, 오이도

34.5

인천 연장건설
(18.3km)계획

<표 4-3> 정왕역 및 오이도역 이용객 현황
일평균 이용객수(인/일)
구분

정왕역

오이도역

안산선구간
전역 평균

승차

3,804

3,909

8,263

하차

3,557

3,299

7,378

계

7,361

7,208

15,641

자료: 철도청(2002), 수도전철운영단 내부자료.

3) 교통량 현황
(1) 도로교통량
시흥시내 남북축 주 간선도로인 국도 39호선의 안산시
시흥시 구간의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
며 국도 42호선의 교통량도 포화상태를 나타내 국도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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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광역 간선도로망이라 할 수 있는 제2경인 고속도로, 서해
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상에서도 교통량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교통량
이 통과교통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지난 4년간 연평균 39.0% 이상의 급격한 교통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시화공단지구, 은행지구 등 산업 및 생활 거점권과 연계
된 간선도로 구간상에는 평일 첨두시간대에 교통체증이 발
생하고 있는 반면, 월곶지구 및 오이도 지역 등 관광 거점
지역에는 주중 뿐만 아니라 행락객 차량이 몰리는 주말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표 4-4> 시흥시 도로별 구간교통량 추이

구분

노선 및 구간
제2경인

1998

1999

(단위 : 대/일)
연평균
2000
2001 증가율
(%)

부평∼인천

75,307 78,027 81,718 96,572

8.6

서해안
고속
도로 서울외곽순환

인천∼안산

85,468 92,902 81,816 94,201

3.3

안현∼서운

50,053 52,689 132,758 134,480 39.0

서울∼안산간

서울∼안산

81,897 64,622 99,072 92,419

4.1

안산∼시흥

26,290 28,302 29,835 31,695

6.4

시흥∼부천

26,290 27,584 26,768 26,820

0.7

시흥시∼성포동 57,130 54,912 42,940 42,964

-9.1

건건동∼수원시 52,464 72,706 52,566 77,316

13.8

매송면∼천천리 6,025

-7.1

39호선
일반
국도
42호선
국가
지원
지방도

84호선

3,447

자료 : 건설교통부(2001), 도로교통량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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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교차로 교통량
2001년도 시흥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시흥시, 2001.6)
에서 제시한 도심내 주요 가로별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할
미로

동명골프장 대야오거리

방향의

교통량이

2,009

pcu/h, 까지주유소 신천I.C 구간이 2,258pcu/h 교통량으로
구도심내 간선도로상에서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시흥 도심내 국도 42호 구간도 교통량이
시간당 1,000여대 이상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
다.
신도시 시화단지 지구내의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 및 소통
수준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정왕1교, 조일제지, 정왕
4교 교차로 등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통과소통이 매우 어
려운 서비스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월곶신도시 및 소래포구
로 진입할 수 있는 월곶지구 삼거리 및 신천 대야 구도심
지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는 첨두시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교통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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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교차로 교통량 및 서비스 수준
구분

첨두시 교통량
(pcu/h)*

평균지체시간
(초/대)

서비스 수준

신천고가사거리

4,894

227.7

F

대야오거리

5,194

263.4

F

동성골프장

4,986

228.6

F

신천삼거리

3,325

101.7

F

신천사거리

3,426

84.4

F

소래중고 사거리

3,363

59.3

E

월곶입구삼거리

5,447

163.0

F

시청삼거리

1,747

26.8

C

동원아파트사거리

4,759

35.8

D

옥구고가

1,594

132.3

F

정왕1교

5,610

184.7

F

조일제지

3,483

292.1

F

정왕4교

2,915

94.6

F

주) *는 일반차량 대수를 승용차로 환산한 대수임.
자료: 시흥시(2001), 시흥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2. 자동차 보유현황
2002년 4월말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구성비를 살펴
보면, 승용차가 76,452대로 전체 자동차 113,154대 중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물차가 24,081대로
21.3%, 버스 승합차 12,459대로 11.0%, 특수차는 162대로
0.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시흥시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도에 32,515대에서 2001년말 109,010대로 연평균 22.3%의
높은 자동차보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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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에 20,861대에서 2001년말에 73,428대로 23.3%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
가 시흥시 자동차증가율을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95년 2001년까지 화물차는 27.4%, 승합차는 17.7%의 연
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 시흥시 자동차 등록대수 구성비(2002년4월말)
<표 4-6> 시흥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추이

(단위 : 대)
년도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소계

1995

20,861

8,669

2,910

75

32,515

1996

30,691

10,306

3,643

76

44,716

1997

42,167

12,220

4,641

83

59,111

1998

47,800

13,405

5,388

73

66,666

1999

56,383

16,433

8,636

86

81,538

2000

61,515

19,883

13,956

93

95,447

2001
연평균증가율
(%)

73,428

23,008

12,438

136

109,010

23.3

17.7

27.4

10.4

22.3

자료 : 시흥시(2001), 시흥시통계연보 및 교통행정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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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흥시 통행패턴 분석
1) 유출입 목적통행량
시흥시는 전체적으로 총 발생하는 목적통행 중 시흥시에
서 시계내 내부로 유출하는 통행이 60.0%, 유입하는 통행은
65.3%를 차지하고 있다. 시흥에서 인근 도시지역으로 유출
하는 통행량이 전체 40.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계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통행량 34.7%보다 비중이 높아 시흥
시는 인근 타 도시에 의존도가 상당히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특히, 안산시로부터 유출되는 통행량이 전체 통행의 14.0
%, 유입하는 통행량은 12.0%로 시흥시는 안산시와 인근 도
시 중 가장 밀접하게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 도시임을 나타
내고 있다. 다음 순으로 서울시로 유출하는 통행비중이 전
체 목적통행의 6.8%, 부천시 5.8%, 인천시 3.6%, 안양시
3.4%의 유출통행 분포를 나타냄으로써 시흥시는 이러한 도
시간과도 직 간접적인 생활연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흥시는 유입 및 유출되는 통행특성으로부터 내
부통행 비중이 다소 낮고, 외부로부터 유 출입통행의 비중
이 높은 도시지역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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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시흥지역 목적통행의 유출입 통행(1999년말)
구분

유출

유입

통행(통행/일)

%

통행(통행/일)

%

시흥시

353,317

60.0

353,317

65.3

부천시

34,193

5.8

26,925

5.0

안산시

82,232

14.0

65,156

12.0

안양시

20,290

3.4

13,559

2.5

광명시

8,197

1.4

6,650

1.2

군포시

3,705

0.6

3,310

0.6

인천지역

21,309

3.6

19,180

3.5

서울지역

40,141

6.8

33,834

6.3

기타지역

25,212

4.3

19,276

3.6

계

588,596

100

541,207

100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02), 내부자료.

<그림 4-3> 시흥시 목적통행의 유출입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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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시흥시 수단통행의 유출입 통행

2) 교통수단 분담률
시흥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수
단

분담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

총수단

통행량은

682,017통행/일을 나타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승용차
가 차지하는 분담률은 38.6% 수준으로 가장 높고, 버스
27.3%, 도시철도 3.8%, 택시 1.9%, 도보 및 기타가 28.4%의
수송분담률을 차지하고 있다. 수단분담률 27.3%를 차지하고
있는 버스는 시흥시의 주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도시철도가 차지하는 수송분담
률도 3.8%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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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시흥시 교통수단분담률(2000년)
구분
교통량
(통행/일)
구성비
(%)

승용차

버스

전철

택시

도보기타

계

263,253

186,198

25,916

12,960

193,690

682,017

38.6

27.3

3.8

1.9

28.4

100.0

자료: 시흥시(2001), 시흥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4. 버스 및 택시 현황
1) 버스 현황
시내, 시외, 마을버스 등의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58
개 노선에 51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 시내버스
가 39개 노선에 406대로 전체 운행대수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시내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형 버스가 33
개 노선에 321대, 좌석형 버스는 6개 노선에 85대가 운행함
으로써 대부분의 시내버스 노선이 일반 도시형 버스 위주로
운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외버스는 7개 노선에 106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공항버
스는 2개 노선에 12대, 마을버스는 10개 노선에 64대의 버
스가 운행되고 있다. 전체 버스노선 중 마을버스가 차지하
는 비중이 17.2%로 타 도시와 비교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활
성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형 시내버스는 노선당 평균 60.8회로 노선당 9.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좌석형 버스는 노선당 운행회수 77.8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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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대가 운행되고 있다. 지선형 버스노선이라 할 수 있는
일반 도시형 버스노선이 좌석형 버스노선보다 운행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형 버스노선이 좌석
형보다 운행수입이 적은 관계로 버스운송사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마을버스 노선은 노선당 평균 운행회수가 93.0회, 운행대
수는 노선당 6.4대로 운행대수는 적지만 운행회수가 많아
마을버스가 시흥시 주민들에게 단거리 지선 순환형 버스노
선임을 시사하고 있다. 시흥시가 면허를 허가한 시내버스운
송사업체를 보유하지 못한 관계로 시흥시는 장거리를 운행
하는 좌석 및 도시형 버스보다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
로써 일반화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9> 시흥시 버스 운행현황
구분

노선수

배착간격 노선당
노선당
(분)*
운행회수* 운행대수*

321(55.0%)

28.8

60.8

9.7

6(10.3%)

85(14.6%)

17.8

77.8

14.2

시외버스

7(12.1%)

102(17.5%)

22.1

62.0

14.6

공항버스

2(3.4%)

12(2.1%)

45.0

24.0

6.0

마을버스

10(17.2)

64(11.0%)

23.6

93.0

6.4

계

58(100%)

584(100%)

25.9

67.0

10.1

시내버스

도시형 33(56.9%)

운행대수

좌석

주) *는 평균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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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 현황
시흥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말 현재 개인택시 554대, 법인택시 246대로 총 800대
가 운행되고 있다. 전체 택시대수 중 개인택시가 69.3%, 법
인택시가 30.7%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개인택시 위주로 택
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택시공급이 연평균 18.0%의 높은 증가율을 나
타내고 있다. 개인택시의 증가율은 18.7%로 법인택시 16.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흥시가 개인택시 위주로
택시공급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10> 택시운행 현황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개인택시

235

299

322

385

493

554

증가율
(%)
18.7

법인택시

114

142

148

194

205

246

16.6

계

349

441

470

579

698

800

18.0

5. 주차시설 현황
시흥시의 주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말 현재 노상
주차장이 56개소에 2,259면, 노외주차장은 2,364개소에
9,429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429개소에 92,504면으로
총 9,522개소에 97,127면의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전
체 주차면수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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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인 반면, 건축물 주차장은 95.3%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주차시설공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노상 주차공
간은 연평균 1.4%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부설 주차면수는 연평균 28.5%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신도
시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건축물시설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따라서, 건축물 부설 및 노외 주차
공간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차량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노상주차시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시흥시 주차시설 현황
합계

구분
연도

노상

노외

건축물부설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996

2827

29,496

35

2,421

12

624

2,580

26,451

1997

2516

37,329

79

2,203

15

954

2,422

34,172

1998

3540

65,027

56

2,286

21

1,159

3,463

61,582

1999

2429

72,914

2

506

26

1,787

2,401

70,621

2000

5676

86,958

56

2,263

31

2,090

5,589

82,605

2001

9,522

97,127

56

2,259

37

2,364

9,429

92,504

증감률
(%)

27.5

26.9

9.9

△1.4

25.3

30.5

29.6

28.5

자료: 시흥시(2001), 시흥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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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1. 교통축의 부재
시흥시는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도시간을 연결하는 간선고속도로망
체계가 양호한 지역으로 광역적으로 교통요충지역임을 시사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내 생활거점 및 취락지역간을 연결
하는 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차량들의 이동흐름이 일정치 않고 통
행패턴도 일정한 방향을 갖지 않는 특성을 나타낸다.
교통축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는 시흥
시의 도시구조상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시흥시의
도시구조는 북부지역의 은행 신천 주민생활권, 시화공단
산업권, 연성지역 행정 업무 타운권 등 크게 3권역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시흥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연성지역은 위치
적으로 시흥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유통 및 편의시설
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은 생활거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
다.
시화공단 배후 주거지역으로 시화신도시에 15만의 인구가
밀집하여 주거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은행 신천은 구도
심지의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두 거점생활권은
위치적으로 양극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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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특성
이 방향별 교통축을 형성하기보다는 산발적으로 특정한 시
간대별에 주민들의 통행이 집중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도시 공간구조는 불합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계 도로망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들을 발
생시킬 수 있다.

2. 지역간 연계 간선도로망 부족
국도 39호선과 국도 42호선이 도심내 남북을 연결하는 간
선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화공단을 기점으로 월
곶지구를 경유하여 은행 신천동 지역을 연결하는 공단도로
도 남북방향으로 놓여져 있다.
이러한 국도급 간선도로들은 시화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물류차량 및 관광지역을 방문하는 행락객들로 인하여 주중
뿐만 아니라 주말 특정한 시간대에도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
생하고 있다. 국도 39호선과 42호선은 신천 은행동 등 택
지가 밀집한 지역을 관통하면서 통행량이 과다하고 보행자
의 안전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시화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교통량이 유 출입할 수 있는
통로인 공단도로는 월곶지구까지는 왕복 6 8차선이지만 월
곶지구로부터 신천지역간 공단도로는 4차선으로 월곶입구
삼거리에서 병목현상이 첨두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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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구 인근 토취장 및 폐염전 부지의 개발에 대한 교통
대책 수립 및 차량들의 소통능력 증진 등의 차원에서 공단
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방향의 간선도로망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시화지
구와 안산간, 인천과 광명간, 월곶지역으로부터 연성 및 목
감지역, 포동지역으로부터 광명지역간을 연결하는 동서축
간선도로망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시흥시 주민들의 유 출입 통행특성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안산, 안양, 광명지역으로 통근, 통학, 업무, 쇼핑,
귀가 등의 목적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를 감
안한다면 동서간의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도로급의 광
역도로망 확충과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이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불편한 대중교통 운행서비스
안산선 도시철도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정왕 및 오이
도 역세권을 제외한 시흥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내 및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흥시
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취락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당한 노선들이 비수익성이 발생하고 버스운송사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과소노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소노선은 운행회수, 배차간격 등에 의해서 선별할 수
있는데 시내버스 전체 노선 중 배차간격이 40여분 이상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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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노선이 특히 과소노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운행서비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들에 대해서
는 관할관청이 버스운송사업체에게 운행손실 적자분에 대한
재정적인 보전과 함께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편리한 운행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버스수요가 상대적으로 몰려있는 구간에는 수익성
이 양호하여 배차간격 및 운행회수가 빈번한 노선들도 운행
되고 있다. 배차간격이 10분 이내와 배차간격이 100회/일
이상인 시내버스 23-1번, 111-1번과 같은 과밀노선들은 노
선계통분리를 통하여 보다 많은 버스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며 다른 노선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행구간을 분리 또는 직선화 등 버스노선을 다양화시킬 필
요가 있다.
불합리한 버스노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관
할하는 버스운송사업체가 신설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버스업
체에게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신
설노선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버스운행체계가 구축되도
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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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불합리한 버스노선
노선번호 기점

경유지

종점

운행회수 배차간격

비고

23-1

오쇠동

중동-소사

계수동

100

10

과밀노선

31-5

부천역

대야-방산

포동

24

60

과소노선

31-8

금이동

목감-박달

호계동

10

80

과소노선

32

호계동

모감-물왕

월곶

30

40

과소노선

33

본오동 안산-오이도

월곶

20

40

과소노선

35

호계동

논곡-거모

월곶

20

60

과소노선

61

부천역

신천-연성2

안산역

114

10

과밀노선

76

연성

군자-라성

한대앞역

13

80

과소노선

98

오이도

시화-반월

본오동

36

40

과소노선

111-1

신정동

개봉-계수

연성

104

10

과밀노선

80

종합복
지회관

매화-도창
계수-과림

연성

22
10

60
120

-

-

과소노선
과소노선
과소·과
밀노선

계

11개 노선

4. 교통수단간 미연계 운행체계
시흥시에는 안산선 도시철도가 운행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왕역, 오이도역을 비롯하여 신길온천역, 안산역 등의 역
세권내에서 전철과 버스간의 환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역세권내에는 전철과 간선기능의 좌석형 시내버스와 시
외버스간 뿐만 아니라 지선 순환형의 도시형버스 및 마을
버스간의 환승이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활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버스와 도시철도간 교통수단이 연계하
여 운행할 수 있는 환승체계가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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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과 버스간 각각의 배차간격 및 운
행시간대가 달라 연계가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행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철도의 운영주체인 철도청과 버스운
수사업체가 이원화된 조직으로 인해 상호 협조하지 않고 대
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고개행 안산선 도시철도가 오이도역은 평일 5시13분,
안산역은 5시4분경부터 심야 12시경까지 운행되고 있다. 한
편 버스는 그보다 운행시간대가 짧은 오전 5시30분경부터
심야 11시경까지 운행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간 첫차 막차
가 상호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및 심야 시
간대에 버스와 전철간의 환승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버스의 배차간격과 도시철도의 운행시격간 차이도 주민들
이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긴 대기시간을 필요로 하는 불편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의 운행시격은
비첨두 시간대에도 12분인 반면, 버스는 짧게는 10분에서부
터 길게는 60분의 배차간격을 두고 운행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간 불편한 환승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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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전철역 평일 첫·막차 운행시간
구분
안산역
신길
온천역
정왕역
오이도역

상행

안산선 운행
첫차
막차
당고개행 5:04 금정행 23:37

하행

안산발

5:30

상행

당고개행

5:19

하행

안산발

5:33

상행

당고개행

5:15

하행

안산발

5:36

상행
도착

당고개행
-

5:13
-

배차간격
첨두시 비첨두시

당고개발 24:16
금정행

23:33
오전:5분
오후:9.2분
23:30

당고개발 24:19
금정행

12분

당고개발 24:22
금정행
-

23:27
-

<표 4-14> 안산선과 연계되는 버스노선
버스유형 노선번호
22
30
30-1
30-2
30-3
30-7
33
35
도시형
55
60
61
62
62-1
76
98
125
1
좌석형
320
350
7
마을버스

7-1
7-2
7-3

기점
반월동
월피동
수암동
수암동
월피동
월피동
본오동
호계동
본오동
역곡역
부천역
오이도역
동보아파트
연성1지구
오이도
시화공단
부천역
영동포역
호계동
시화공단
오이도
이주단지
LG마트
시흥시청

경유지
안산역
정왕역
오이도역
오이도역
정왕역
안산역
안산역
안산역
안산역
시화신도시
연성1지구
안산역
안산역
안산역
안산역
안산역
안산역
안산역
안산역
정왕역

종점
시화공단
오이도
오이도
오이도
오이도
연성1지구
월곶지구
월곶지구
오이도
오이도
안산역
본오동
안산사동
한대역
본오동
본오동
성곡동
오이도
시화공단
LG마트

첫차
5:00
5:20
5:20
5:20
6:00
5:20
5:30
5:00
5:20
5:20
5:20
5:20
5:20
6:20
5:30
5:20
4:50
5:00
5:30
5:30

막차
22:20
23:20
23:00
23:00
22:20
22:20
21:20
22:20
23:00
22:00
23:20
22:50
22:50
22:00
22:20
22:20
22:15
23:40
23:40
22:30

정왕중

안산역

5:30

23:50

오이도역
정왕역

LG마트
시흥시청

5:30
5:40

22: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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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통체계의 개선전략

1. 도로기반시설 확충방안
시흥시는 서울, 인천, 부천, 안산시 등의 광역도시와 인
접해 있는 관계로 도시간을 연계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서
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도심
지를 관통하고 있다. 대부분의 간선도로상에서 통과교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화공단 및 배후 택지개발로 인해 물류수
송 및 통근 통학 차량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
국도 39호선 및 42호선, 공단도로 등이 지역간을 연계하
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중 첨두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에 일반 및 행락객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체
증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내 주요 간선도
로들이 남북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으나 동서간 간선도로망은
부족하여 동서축 새로운 간선도로 건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조남 월곶간 도로, 방산 하중간 도로, 시도283호선인
신천 오류간 도로 등의 도로개설은 새로운 교통축을 형성
할 간선도로급 도로로서 동서간의 물류수송 및 일반차량들
의 소통증진 뿐만 아니라 동서간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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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축 방향으로 간선도로망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시흥시
는 교통량이 주요 간선도로상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전
략이 필요하다. 시화지구 월곶지구간은 6 8차선인 반면
월곶지구부터 신천지구간 4차선으로 되어있는 공단도로를
6 8차선 이상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시화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차량소
통을 증진시키는 개선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도 39호선은 신천 은행 도심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우
회할 수 있는 국도 39호선의 대체우회도로의 건설이 시급하
다.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될 경우 통과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차량들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이다. 신천 대야동으로부터 인근 부천시계 계수대로를 연
계할 수 있는 광역도로를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천왕 금이
간 도로의 확포장 개설사업은 시흥시 북부지역권의 교통난
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대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화방조제와 연결하여 오이도, 똥섬, 군자매립지, 월곶
지구 등을 잇는 해안도로의 건설은 공단도로의 대체우회도
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끼고 있는 관광자원을 보기 위해 수도권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관광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순환도
로로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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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내와 지역간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 및 보조
간선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사통팔달한 광역도로망 구축시
시흥시는 수도권내 명실상부한 교통요충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기반시설의 부
족난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15> 시흥시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
사업량
사업기
사업명
길이 폭
간
(㎞ ) (m)
국도39호
2001∼
7.8 25.0
대체우회도로
2006
2003∼
공단도로 확포장
7.5 40.0
2008
2005∼
해안도로 건설
9.5 24.0
2008
조남∼월곶간
2000∼
11.4 24.0
도로개설
2005
방산∼하중간
2001∼
5.5 20.0
도로개설
2006
천왕∼금이간
2003∼
7.5 25.0
도로확포장
2008
2001∼
24∼
계수대로 개설
0.87
2002
37
신천∼오류간
1999∼
4.1 21.0
도로개설
2003
2001∼
월곶대교 건설
0.12 20.0
2003
거모∼신길간
2001∼
4.0 20.0
도로개설
2004
능곡∼화정간
2001∼
1.7 10.0
도로개설
2003
새미마을 진입로 2001∼
0.5 12.0
개설
2002

구간

사업비
(억원)

비고

국도우
회도로
월곶동∼
남북간
480.0
신천동
선도로
시화공단∼방산
해안관
332.5
동
광도로
동서간
월곶동∼조남동 941.7
연계
인천 도림동
동서간
1280.0
∼포동
연계
광역도
계수동∼목감동 227.5
로
대야 I.C∼
광역
81.8
부천시계
도로
계수동∼광명
지역연
146.3
과림동
계
월곶동∼
상권
29.9
공단로
활성화
군자동∼
지역연
141.0
안산시계
계
능곡동∼
지역연
48.1
화정동
계
조남동∼
진입
12.3
방화마을
도로
포동∼부천시계 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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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도로망 확충 계획도

2.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 개선방안
1) 불합리한 버스노선의 개편
시흥시에서 대중교통이라 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시내
버스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버스운송사업체가 수
익성을 위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체계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 불합리한 버스노선은 운행
회수, 배차간격, 운행거리, 운행시간, 노선의 굴곡정도 및
배차간격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과밀노선, 중복노선, 장거
리노선, 굴곡노선, 과소노선 등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버스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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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수요와 버스노선의 공급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노선별 주민들의 버스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버스노
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스운송사업체는 버스이
용자가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황금노선이라 선정하고 보다
많은 버스대수와 운행회수를 투입하여 이윤을 극대화시키려
한다. 한편 버스이용자가 적어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정규
운행스케줄에 맞춰 운행하지 않거나 중간회차 및 결행 등의
편법운행을 자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수익성이 높은 구간의 버스노선들도 과밀노선, 중복노선,
장거리노선, 굴곡노선 등의 불합리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러한 노선들은 버스운수사업의 공공성을 저하시켜 특정한
노선 주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편리하지만 그 밖
의 지역 주민들에게 버스이용의 기회조차 박탈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계통 분리,
경유지 변경, 노선 직선화 등의 조정을 통하여 편리한 서비
스가 제공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시흥시의 도시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버스노
선들이 과소노선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배차간격이 40
분 이상 또는 시간당 운행회수가 1 2회인 과소노선들은 우
선적으로 노선을 신설하거나 운행계통 조정을 통하여 운행
회수를 늘려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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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노선유형별 조정방안
노선유형

과밀노선

조정방안

노선조정방법

노선폐지
노선통합

-공동배차제 실시로 효율적인 배차간격으로 조정
-타 업체와 유사노선을 폐지 또는 노선 경유지를
변경하여 집중
노선을 통폐합

노선단축
중복노선

배차간격조정 -운행대수의 감차 및 배차간격과 운행시간 조정을
경유지변경 위한 공동배차제 실시를 유도

장거리
노선

노선단축 -운행노선을 직선·간선기능노선으로 전환
노선직선화 -굴곡구간을 직선화 및 경유지 변경으로 노선을
노선양분
단축

굴곡노선

노선직선화 -노선 단축을 위해 굴곡구간 직선화
노선단축 -경유지를 변경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노선신설
신설

과소노선

-노선을 폐지보다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노선폐지
운행
노선연장
-운행결실 보전으로 노선을 연장 또는 운행대수를
경유지변경
증차함

2) 기능별 버스노선체계 구축
버스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버
스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의 과다, 버스노선의 정시성, 신속
성, 접근성 등에 따라 주민들의 버스이용률은 변화할 수 있
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간선기능의 버스노선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시간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제 기능
의 수행능력 정도가 결정되어 진다. 한편, 지선기능의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정시성 및 신속성보다는 보다 자
주 이용할 수 있는 배차간격 및 운행회수에 관심이 크고 접
근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러한 버스노선별 기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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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버스노선이 합리적으로 구분 검토되어 운행되어야 할
것이다.
버스이용자가 적어 버스운송사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버
스노선에 대하여는 비수익노선으로 규정하고 버스운송사업
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일평균 운행수입이 운송원
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노선에 대하여는 최소 교통서비스의
제공차원에서 원가보전에 대한 관할관청의 교통대책이 필요
하다.
시흥시내 교통축의 부재와 여기저기 산재되어 취락구조
등의 공간구조적 이유로 인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연계할 수
있는 지선기능의 버스노선이 무엇보다도 취약한 것으로 보
인다. 신천 은행지구, 시화지구,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연
성지구를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는 순환기능을 가진 버스노
선을 2 3개정도 우선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순환노선은 시영버스 또는 공영버스의 운영형
태로 운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시흥시 버스운송사업체의 설립
시흥시에서 면허를 인가한 시내버스운송사업체의 부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할관청 및 버스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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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시흥시 관할 버스운송사업체의 부
재로 인하여 주민들이 편리한 버스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상
당히 어려워 보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에 따
르면 시지역의 면허최소 기준으로 버스대수가 30대 이상이
면 시내버스운송사업체의 설립요건이 충족된다. 버스서비스
와 관련하여 운영 및 이용주체라 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하
는 이용자, 버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운송사업체, 관할관
청 등이 협조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유지될 때 편리한 버스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버스서비스를 직
접적으로 제공하는 버스운송사업체의 부재는 시흥시의 대중
교통체계의 개선에서 가장 큰 장해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시흥시에서 지선기능을 담당하는 버스유형으로 마을버스
64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이 시내
버스 운수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의 배려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안으로서는 기존 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체들이 시흥시내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노선들을 신설하고 버스를 운행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 업체들이 시내버
스운송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시흥시 관할관청이 적극
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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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1) 버스 전철간 연계운행
이원화된 대중교통 운영주체로 인하여 버스 및 도시철도
등의 교통수단이 서로 연계하여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승강장에서 환승하여 탑승하
기까지 긴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이 자가용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
수단들과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이다. 역세권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버스노선들은 타 노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많은 노선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역세권을 운행하는 시내 및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의 버
스유형과 도시철도간의 환승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철도 운행시간을 조정하기보다는 버스가 도시철도와 연
계하여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흥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으로 오이도역, 정왕역, 신길온천역, 안산역 등
이 있다. 이러한 전철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전철 운행
시간의 첫차 및 막차와 연계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일부 버
스 노선에 한해서는 새벽 또는 심야까지 연장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버스가 도시철도와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
요감응식 교통수단인 dial-a-ride 버스와 같이 탄력적인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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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운행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탄력적인 버스운행방식이라
함은 전철역세권내 버스환승객이 일정한 수요에 도달하면
전철역을 기 종점으로 순환하여 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운행스케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행회수 및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버스유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철역세권의 환승센터화
환승센타라 함은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철
역세권에 버스 승강장, 주차시설, 보행시설, 쇼핑 및 편의
시설 등의 시설들이 종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성
을 갖는 환승시설의 복합군이라 할 수 있다. 정왕역세권 배
후에는 15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가 위치하고 있
어 시화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왕역세권을 남부도심
권의 환승센타로 개발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역세
권내 대중교통이 자가용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단과 경
쟁력을 갖추면서 편리한 환승체계가 구축된 지역으로 육성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철역세권내 주요 환승시설로 환승주차장의 설치가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데 현재 정왕역 및 오이도역 등의 역세권내
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승주차장은 개인교통
수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의 환승을 활성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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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승주차공간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환승이 편리하고 신속한 위치에 제공되어야 한
다. 환승주차장이 위치적으로 전철역과의 환승거리가 과다
할 경우 환승주차장의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
다. 환승객에 대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요금체계 등도 환승주차장의 이용을 기피할 수 있는 요인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승시간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환승보행 통로를 직선화하고 전철역으로부터 버스정
류장 및 외부통로 구간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자동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역세권내에 독서마당 또는 문화공간을 설치하여 대중교
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 대기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환승 관
련 정보 및 시흥시를 홍보하는 안내책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4-17> 환승센타의 분류 및 기능
분류

목적
기능 및 검토
편리한
- 버스↔버스, 전철(지하철)↔전철(지하철),
도심내부 대중교통수단간 전철(지하철)↔버스간 동일 또는 타교통
환승센터 환승으로 도심내 수단간 연계환승
교통체증 완화 -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한 환승주차시설 제공
- 외곽지역의 승용차↔전철,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간 연계환승
승용차의
도심외곽
- 지선기능 순환성 버스↔간선기능의 전철,
도심내부로
환승센터
버스간 연계환승
진입억제
- 승용차의 도심내부 진입억제를 위한
환승주차장 제공
지역순환버스↔간선기능 버스 및 전철(철도)
지역간
지역연계 대중교통수단의 - 개인교통수단↔간선기능 버스 및 전철(철도)
환승센터
- 환승주차(Park & Ride) 및 배웅정차(Kiss &
연계
Ride)시설 제공
자료: 경기개발연구원(1999), 경기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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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일본 신주쿠역세권의 환승센터화 사례

4.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입
버스정보시스템이란 버스정류장에서 도착할 버스노선 및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의 버스안내정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
려는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버스이용에 대한 편익을 증진시
키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중앙관제센타, 버스안내단말기, 버스운영단말기, 버스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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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탑재된 무선송수신 시설 등간의 통신망 구축을 통해 버
스이용 관련 정보안내를 제공한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서울시, 과천시, 부천시 등의 도시에
이미 구축되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버스이
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 안양시 등 타 도
시에서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부천시 버스정보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정류장에 문자형, 음성형, 문자 음성 확장형 등의 간편하
면서 실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내 외적으로 많은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버스정보시스템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
류장에서 이용자들이 버스도착 시간을 추정함으로써 버스노
선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따라
서, 불규칙한 배차간격 및 운행회수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흥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지능 시스템이라 여겨진다. 부천시와 이웃하고
있는 시흥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이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
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대중교통 이용도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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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는 말
시흥시는 서해안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인천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등이 인접해 있다. 남북방향으로 서해안고
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 42호선, 국도 39호선, 공
단로 등의 4차선 이상 간선도로가 놓여져 있고 동서방향으
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의 양호한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도시개발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여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진다.
15만여명이 입주한 시화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미 완료되었고, 폐염전, 토취장, 군자매립지 등의 600여
만평의 나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내 발전 가능한 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지
역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발전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 및 보조간선 기능의 교통기반시
설의 확충이 요구되어 진다.
광역간선기능의 도로망은 양호한 반면, 시흥시 지역내를
연계하는 도로망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버스노선체계의 개선, 도시철도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체계의 개선 등도 필요한 중장기적인
과제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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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생활거점지역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음으로 인
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버스노선체
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흥시 관할관청이 면허를 허가한 버스운송사업체의
부재로 인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흥시는 관내를 운
행하는 기존 버스운수사업체 또는 마을버스업체를 정책적으
로 지원하여 관할 버스운송사업체를 조기에 신설하고 비수
익성이 발생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병
행하는 대중교통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안산선이 운행되고 있는 시흥시에 향후 수인선, 부천시
경유하는 경인선과의 연계하는 노선 등 1 2개의 새로운 도
시철도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익도 존
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심의 교통체증의 주범이 나
홀로 승용차량의 증가인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자가
용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도시철
도가 운행되는 역세권을 환승센터화 함으로써 편리한 대중
교통 이용체계로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도심지역 교차로를 입체교차로
로 개선하고 간선도로상의 차량 및 버스의 운행속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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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사통팔달한 교통요충지에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가 접목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흥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은 수도권 거점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이다.

제5장
시흥시 지역경제 현황과 발전과제
정 미 경

Ⅰ. 들어가며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교통요충지로 시화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제1의 공업도시로 부상하고 있
는 도시로 시 전체면적의 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
으며 이들 지역은 아직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다.
시화국가산업단지와 구도심을 중심으로 제조업체가 분포
되어 있으며 농업비중은 10%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농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고, 제
조업중심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가 취약하다. 특히 유통산업은 상당히 취약하여 지역상권의
상당 부분을 주변도시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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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비중이 큰
반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어 시흥시
경제발전과 함께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흥시는 그린밸트 해제와 함께 폐염전, 군자매립
지, 토취장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서해안 전진기지로
서 5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등 물류산업에 대한 중
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는 도시이
다.
따라서 시흥시가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 여건을 산
업구조 고도화 및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첨단
해양 공업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육성 등과
함께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
운 이미지를 재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흥시의 발전 잠재력의 실현을 위한 산업
발전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다. 특히 제조업부문이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시흥시가 첨단 공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발전방
향을 모색하고 유통 및 물류의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시흥시
의 유통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흥시의 제조업과 유통업의 현재 위치를 살펴
보고 육성전략과 발전방안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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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흥시의 지역경제 현황

1. 산업구조
1996년을 기준으로 한 시흥시의 취업구조로 본 산업구조
는 전체 취업자중에서 농림어업부문이 14.9%,

광공업

58.9%, 서비스업 26.2%이던 것이 2000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림어업부문에 7.6%, 광공업에 54.4%, 유통 및 기
타서비스업에 38.0%의 주민이 취업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매년 소폭 감
소추세에 있고 유통산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
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흥시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
다. 특히 외환위기 후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시흥시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50%넘고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하여 제조업
비중이 높고 3차산업 인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
다.
1999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
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 3.12%보다 높은
부가가치(3.97%)와 제조업 구성비(5.12%)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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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시흥시 산업별 취업구조(2000)
(단위: 명, %)
구분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취업자수

115,268

8,811

62,715

43,739

구성비

100.0

7.6

54.4

38.0

주)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농가인구로 대체하였음.
자료: 시흥시(2001), 시흥통계연보.

<그림 5-1>시흥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0년)

시흥시 산업구조는 제조업에 지나치게 특화되어 있으며
그 외 산업은 취약하다. 특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전후방연
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취약하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어 온 것이 입지상(Locational Quotient:LQ)계수인데,
입지상이란 단순히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의 구성비를 전체
동일산업의 구성비와 비교하여 특정산업이 전체에 비해 상
대적으로 특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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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한 산업별 특화도(입지상계수)를 살
펴보면 제조업이 1.76으로 시흥시의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
이 경기도 전체 제조업 종사자수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
시흥시는 제조업에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
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입지상계수가 1보다 작게 나타나
각 산업의 종사자수 비중이 경기도의 종사자수 비중보다 낮
아 특화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운수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은 특화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다른 시도보다 특화도가 낮은 산
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흥시의 이들 산업은 상당히 취약하
다고 할 수 있다.

<표 5-2> 산업별 입지상 계수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경기도
1.41
0.80
0.95
0.77
0.75
0.79
1.23
0.83
1.01
0.98
1.05
0.98

시흥시
1.76
0.66
0.66
0.36
0.55
0.41
0.72
0.38
0.66
0.56
0.47
0.72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01. 9) 알기쉬운 경기도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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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현황
1) 일반현황
2001년 12월 현재 시흥시에는 4,679개의 공장에서 58,141
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중 47.4%인 2,217개의 등록
공장에서 48,396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으며, 52.6%가 소
규모 무등록공장이다.
업종별로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한 비중은 조립금속 기계
장비제조업 38.0%, 전자, 영상, 음향, 장비제조업 19.2%,
화학, 고무, 플라스틱제조업 14.8%, 자동차, 운송장비
12.2%, 기타 15.8% 등이다.
등록공장 사업체 당 평균종사자수는 21.8명이며 외환위기
후 1998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전년대비 각각 7.1%,
13.0% 씩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었으나 1999년 이후
매년 전년대비 2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사업체수가 크게 감소하였던
1998년에 비하여 내수증가 및 수출호조 등 국내외경기 회복
에 힘입어 제조업의 모든 업종에서 사업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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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공장 등록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등록공장

무등록공장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시화공단

2,914

46,157

1,743

40,693

1,171

5,464

기

1,765

11,984

474

7,703

1,291

4,281

4,679

58,141

2,217

48,396

2,462

9,745

타
계

자료: 시흥시(2002), 산업경제과 내부자료.

시흥시 전체 사업체의 95.8%가 소규모 기업이며 등록공장
의 78.6%, 종사자수의 84.1%가 시화산업단지에 분포하고 있
다. 시화산업단지에 입지한 업체 중 93.9%가 소규모 사업체
이며, 시화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사업체 98.6%가
소규모 사업체로 기타 지역의 사업체 규모가 더 영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4> 기업체 현황 (2001.12.31현재)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시화 2,914

46,177

3

1,867

170

14,925

2,741

29,385

기타 1,765

11,984

1

489

24

2,239

1,740

9,256

58,141

4

2,256

194

17,164

4,481

38,641

계

4,679

자료: 시흥시(2002), 산업경제과 내부자료.

시흥시 제조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경기도 현황과 비교
를 하면 2000년 기준 5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2,667개, 종사
자수는 56,324명으로 각 각 경기도에서 9.2%, 7.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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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사업체수 비중은 부천(13.5%)에 이어 두 번째
로 큰 반면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으로 종사자수 비중은 안
산, 부천, 화성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
시흥시의 사업체규모가 소규모이므로 사업체수의 비중보
다 종사자수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기도 대비
시흥시의 인구비중이 3.5%인 점을 고려하면 시흥시의 제조
업 고용규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업종별 현황 및 특화도
시흥시의

사업체수는

1993년에서

2000년까지

연평균

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종사자수는
연평균 1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업체수의 증가율
보다 종사자수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제조업체가
소규모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3년 이후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은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반면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제조업>, <기타 전기기
계 및 전환장치 제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은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종사자수의 급
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 <섬
유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
처리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제조업중에서 이들
업종의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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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전체 제조업 사업체수는 299개 감소하였으
며 산업 중분류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를 보였는
데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
업> 등에서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종사자수는 대부분의 업
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음식료품 제조업>
은 2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의 업종은 시흥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00년 현재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시흥시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업종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15.2%)>, <자동차 및 트레
일러

제조업(9.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8.0%)> 등으로 이들
5개 업종에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63.0%가 고용되어 있다.
특히 상위 3대 업종에 절반 가까운 46.5%의 종사자가 고용
되어 있어 이들 업종이 시흥시 고용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체수 비중이 큰 업종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조
립금속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으로 이
들 3개 업종이 자치하는 비중은 55.1%나타나 시흥시의 주력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업종에 고용된
종사자수 비중은 45.5%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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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수 비중보다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업종
은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
학제품 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
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으로 주로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
러 제조업>,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액과 부가가치 등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의 3대 업종이 제조업 전체생산액의 47.4%,
부가가치의 47.2%를 차지하여 지역경제에 높은 기여도를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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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개소, 명, %)
연평균증가률
(1993-2000)

2000년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음식료품

15

1,474

7.6

27.5

섬유제품

88

3,559

20.4

22.6

의복 및 모피제품

8

109

4.2

-22.0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8

123

6.9

9.3

목재 및 나무제품

25

275

9.8

1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70

1367

6.2

1.6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17

260

23.0

16.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7

120

12.6*

1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9

4,483

12.6

14.3

고무 및 플라스틱

237

4,769

15.6

13.7

비금속 광물제품

21

382

-3.5

0.7

제1차 금속산업

102

2,350

19.7

19.5

조립금속제품

520

8,534

14.1

10.1

기타 기계 및 장비

707

12,339

16.7

15.5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29

521

18.2

17.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76

3,627

16.6

14.6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6

4,118

13.1

7.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1

759

17.8

10.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52

5,304

7.8

7.7

기타 운송장비

14

244

12.9

4.0

가구 및 기타

110

1,351

12.2

8.9

재생재료 가공처리

15

256

14.0

25.9

계

2,667

56,324

14.1

11.9

자료: 시흥시(2001), 시흥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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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과 부가가치 등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의 3대 업종이 제조업 전체생산액의 47.4%,
부가가치의 47.2%를 차지하여 지역경제에 높은 기여도를 나
타내고 있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수는 5.6%, 종사자
수 8.0%에 불과하나 생산액은 전체 제조업의 17.5%, 부가가
치는 16.4%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도 사업체수나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생산액
이과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생산
성이 높은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6> 시흥시 주요 제조업종의 비중(2000)
(단위:%)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화합물 및 화학제품

5.6

8.0

17.5

16.6

고무 및 플라스틱

8.9

8.5

6.9

7.3

조립금속제품

19.5

15.2

11.7

12.5

기타 기계 및 장비

26.5

21.9

18.2

18.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5.8

7.3

6.9

7.9

자동차 및 트레일러

5.7

9.4

7.4

7.7

소계

72.0

70.2

68.7

70.1

전체 제조업

100.0
100.0
100.0
100.0
(2,667개소) (56,324명) (8,795십억원) (3,281십억원)

자료: 경기도(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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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종별 사업체 당 종사자수는 <음식료품 제조업>이
98.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기업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업체 당 종사자수가 시흥시 평
균 21.1명 보다 높게 나타난 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 제조품 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복 및 모피제조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등
은 평균보다 낮은 업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업종
들이다.
단위 사업체의 규모를 말해주는 업체당 종사자수를 경기
도 전체 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경기도 평균수준보다 높게
나타난 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조
립금속제품 제조업>, <재생재료가공처리 제조업> 등이며 나
머지 업종들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규모측면
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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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시흥시 주요 제조업종의 업체당 종사자수 현황(2000년)

종사자 당 생산액을 살펴보면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
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기기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재생재료가공처리 제조업> 등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다.
<섬유제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
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운
송장비 제조업> 등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경기도 평균수준
보다 높은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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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시흥시 주요 제조업종의 종사자 당 생산액(2000년)

<그림 5-4> 시흥시 주요 제조업종의 종사자 당 부가가치(2000년)

시흥시는 사업체 규모는 경기도 평균수준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지만 많은 업종에서 생산액과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흥시 제조업종의 특화 정도를 살펴보면, <조립금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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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제조업>에 가장 특화되어 있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
조업>, <제1차금속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업종은 종사자당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들
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한 업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
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은 경기도가 다른 지역
에 비해 특화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국적으로도 경쟁력
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표 5-7> 제조업종의 특화계수(입지상계수)
구분

경기도

시흥시

펄프,종이,종이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5

0.99

1.24

1.3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25

1.18

비금속광물제품

0.87

0.27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0.57

1.81

1.12

2.15

기타기계 및 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05
1.97
1.40
1.54

1.95
0.19
0.92
0.5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8
0.89

0.70
1.27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01. 9), 알기쉬운 경기도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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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현황
시흥시는 11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화국가산업단
지가 입지하고 있는 정왕동에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
역간 격차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시흥시 정왕동 일원과 안산시 성곡동
일원에 위치하여 총 742만평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인천 신
공항과 남동공단-시화공단-반월공단-평택항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산업밸트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개발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시흥시 지역경제에서 시화산업단
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시흥시 경제의 특
징은 시화산업단지의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흥시의 2000년 현재 종사자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
체수는 1998년에 비해 60.4%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는
45.5%증가하였다. 동별로는 과림동이 27개에서 73개로 17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신천동과 군자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업체수가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
는 모든 동에서 증가하였다.
2000년 현재 시흥시의 2,667개의 사업체중에서 58.8%에
이르는 1,567개의 사업체가 정왕동에 분포하고 있으며 신
천, 신현, 과림, 대야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일
부 분포하고 있다.
시화산업단지에는 기계, 부품, 화학 관련 제조업종이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구도심에는 인쇄 및 가구관련 제조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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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5-8> 시흥시 동별 제조업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2,667
184
204
216
120
25
88
29
799

월평균
종사자수
56,324
2,757
2,466
2,060
2,150
261
1,171
223
19,545

768
221
13

정왕1동
정왕2동
과림동
연성동

생산액

부가가치

8,795,422
343,015
190,366
178,556
225,151
16,837
142,237
14,350
2,932,424

3,281,076
149,088
76,756
70,620
91,732
8,171
57,396
7,122
1,071,112

23,752

4,606,683

1,685,805

1,844
95

140,108
5,695

60,552
2,722

자료: 시흥시(2001), 시흥통계연보.

종사자수는 정왕동에 전체 종사자수의 76.8%가 집중되어
있다. 시흥시 평균 사업체 당 종사자수는 21.1명인데 정왕
동은 27.6명으로 사업체 당 종사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왕동을 제외한 지역은 사업체 당 종사자수가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나 규모가 소규모화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흥시에 있는 4개의 대기업 중 3개의 기업이
시화공업단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 입지한 사업
체 보다 개별 입지하고 있는 기업체가 규모면에서 더 영세
하기 때문이다.
생산액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왕동에서 시흥시

시흥시 지역경제 현황과 발전과제

149

전체 제조업생산의 85.7%, 부가가치의 84.0%가 생산되고 있
어 정왕동이 시흥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화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특징
이 없고 중소기업 위주의 도시 부적격업종이 유치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산업단지의 이미지가 공해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야
동, 신천동, 은행동 등 기존의 도심 주거지역에 소규모 제
조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축사를 이용한
공장입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4)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산업은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으며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시흥시에는 지식기반 제조업체가 467개 입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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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지식기반 제조업 현황(1999년기준)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월평균종사자수

출하액

연구개발비

4,215

153,535

32,437,951

1,721,987

467

10,597

1,633,383

49,999

정밀화학

91

2,061

375,587

5,063

메카트로닉스

131

2,347

278,539

1,545

전자정보통신

103

3,129

464,984

39,776

정밀기기

10

-

-

-

신소재

72

1,282

179,615

322

환경

44

1,109

168,256

1,235

생물

16

669

166,402

2,058

지식기반제조업
(경기도)
지식기반제조업
(시흥)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01. 9), 알기쉬운 경기도 경제지표.

시흥시의 지식기반 제조업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11.1%, 종사자수 6.9%로 제조업의 비중과 비슷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출하액과 연구개발비는 5% 이내로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흥시의 대부분의 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체수의 비중보다 종사자수의 비중과
출하액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비중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흥시에는 지식기반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정밀화학, 메
카트로닉스, 신소재업종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들 업종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이상으
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화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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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화학 및 기계관련 제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5-10>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 (상위 10위)
(단위: 명)
반도체 부문

정밀화학 부문

이천시 부발읍

14,875

안산시 초지동

5,355

수원시 매탄3동

13,710

화성군 향남면

3,511

용인시 기흥읍

12,478

시흥시 정왕동

2,387

평택시 진위면

3,744

군포시 군포1동

2,347

안산시 초지동

6,379

용인시 기흥읍

1,555

부천시 도당동

3,656

화성군 태안읍

1,109

화성군 태안읍

1,482

안양시 박달2동

852

시흥시 정왕동

1,429

화성군 팔달면

809

화성군 동탄면

1,220

부천시 신흥동

745

성남시 신흥2동

1,153

평택시 진위면

622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02), 내부자료.

특히 정왕동은 지식기반산업 중에서도 경기도의 전략산업
이면서 경쟁력이 높은 정밀화학과 반도체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흥시의 지식기반경제의 발전 잠
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고부가가치와는 거리가 먼 단순 제조업
중심이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및 R&D관련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발달은 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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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 물류산업 현황
유통산업은 물적유통(물류)과 상적유통(상류)로

구분되

는데 시흥시는 이 두 부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10.2%, 운수창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유통부문
의 취업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와 비교하여 보
면 경기도의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각 14.7%, 4.4%로 시흥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업의 사업체 당 종사자수는 시흥시와 경기도가 비
슷하게 나타난 반면 운수창고업은 경기도에 비해 시흥시의
규모가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1> 유통 및 금융산업부문 현황(2000)
(단위: 개, 명, %)
경기도

시흥시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도소매업

129,604(26.6)

355,987(14.7)

3,932(21.7)

10,854(10.2)

운수창고업

36,802(7.5)

255,820(4.4)

1,142(6.3)

2,081(2.0)

금융보험업

4,892(1.0)

84,717(3.5)

113(0.6)

1,659(1.6)

전산업

488,147(100.0) 2,416,082(100.0) 18,149(100.0)

자료: 경기도(2001), 경기통계연보.

106,45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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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을 살펴보면 2000년 현재 일반시장이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개의 대형점이 정왕동에서 운영되고 있
다. 4개의 유통시설이 모두 정왕동에 입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는 큰 규모의 유통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인구대비로 볼 때 인근 주변도시나 경기도 평균에 비해
서 현저히 협소한 시설밀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흥시
의 주민들은 인근 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유통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즉 생활권이 인천시, 부천시, 광명
시, 안산시 등 인접도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등 4개동은 부천시와 교
통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부천상권으로 편중
되고, 군자동과 정왕동은 안산시와의 교통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며, 매화동과 과림동은 광명시와의 연계가 비교적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목감동과 연성동은 특정도시로의 편중
성은 미약한데 안양, 안산 등과 연계성을 보이고 있어 인근
도시지역으로 상권이 분산되고 있다.
따라서 구도심지역에 인근 도시 유통시설과의 경쟁이 가
능한 대형할인점 등의 유통시설을 유치하여 인근 도시로 유
출되는 구매통행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새
로이 개발되는 지역을 시흥시의 생활권 및 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중심활동이 시흥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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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흥시 지역경제 발전과제

1. 제조업 전략업종 선정과 육성방향
최근 시흥시의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개발에 따라 인
구는 더 유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성장에 수반되는 산
업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중요한 측면이다. 또
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난립
하고 있는 공장들의 체계화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육성,
중소제조업체들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흥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조업종은 시흥시의 고용성장에 기여하고 지식집약적 업종
으로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지식기반산업이어야 할 것
이다. 즉 고용증대에 기여하면서 시흥시의 산업구조 고도화
를 통한 경쟁력강화, 성장잠재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업
종이 전략업종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업종의
육성은 시흥시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창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정책,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시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및 충분한 재원확보 등과 같은 대책
을 강구함으로 지역경제가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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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시흥시의 제조업의 구조를 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이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업종이며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
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은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도
높은 업종들이다. 따라서 시흥시에서 육성해야할 전략 제조
업종들은 금속 기계

관련업종, 화학 플라스틱 관련업종

정보통신 관련업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유치 활동에서는 전략업종들을 적극적으
로 유치하고 업종별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생산 및
유통하부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제조업의 고부
가가치화를 위해서는 통신, 운수, 물류, 유통, 금융, 컨벤
션산업 등 생산자 지식기반 서비스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흥시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으며 제조업 중추도시로서
의 역할을 고려할 때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컨벤션산업
및 전시산업도 유망한 업종이다. 또한 송도신도시 개발 등
과 연계하여 대기업본사유치나 비즈니스센터 건립, 도시형
업무지구 설립 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조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대야, 신천, 은행동 등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개별입지 집중지역은 공장들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이
전시키는 등 정비를 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집적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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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인력을 지
역기업과 연결시켜주는 인력정보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시흥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이 시흥시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
기반제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투자비중이 높지 않다.
또한 인력부족의 문제는 시화국가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문
제점 중 하나이다.
전문인력 확보 및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각급 단계에서 다원화 전문화된 인
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인력양성 과정에 직접참
여하며, 교육내용을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교육기반투
자를 확대하고 지역내 기업체들과 산학연계교육 및 인턴과
정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지역내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화산업단지
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해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환경적 여건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
도록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의존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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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종사자들은 열악한 교통접근성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으니 산업단지내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나 내부순환
경전철 등의 운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3D업종 중심으로 된 산업구조를 전
환해야 할 필요도 있다. 전자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기
존 산업부문의 첨단화를 도모하고 산업단지내 연구센터 기
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유치하여 첨단산업의 발전축을
구축하며, 한국산업기술대학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
한 기술지원을 하고, 정보통신, 교육, 지원체계, 인적자원,
생산자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기반을 정비하여 시
화산업단지내 최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단순 제조
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도시형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유통 및 물류산업 육성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종합물류센터를 비롯한 유통물
류센터가 입지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에는 유통 및 물류시설
이 취약하다. 이는 시흥시의 중심적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
고 인접도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형쇼핑센터 등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상권의 역외 의존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인구가 크게 성장할 전
망인 구도심지역의 상업중심성을 강화하고 인근 도시로의
소비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거점 유통시설의 전략적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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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물류업의 영역이 단순한 수송 보관 등에
서 조립 가공을 겸한 부가가치 물류로 확대되고, 물류업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집적이익 및 지역내 시설간의 기능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
고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을 필수시설로 하여 상류시설( 도
소매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유
통센터 등)과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집단화를 원칙으로 하여
유통물류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시흥시에는 대규모 산업활동 집적지가 존재하지만 상대적
으로 물류산업의 비중은 높지 않다. 운송알선업체들은 자체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지입차량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주차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채 노상에 차량을 방치하여
화물운송이 분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율성도
낮다. 따라서 산업단지내 입주업체들의 물류활동 효율화를
위해서는 첨단화된 공동물류 시설 운영을 통한 물류효율화
가 필요하다.
시흥시 관내에는 5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등 교통접근
성이 우수하며, 매립지, 자연녹지지역 등 부지도 충분히 확
보하고 있어 물류시설의 입지여건은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
고 있다. 시화산업단지 및 시흥지역 기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물류수요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물류업체도 영세업체
로 입지수요가 크지 않으나 서울을 비롯한 인근 대도시의
대형 물류시설 부지가 부족하며,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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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시흥시에서 이들 물류
수요를 흡수할 여지는 많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
고 있는 남서부물류집산 거점과 연계한 물류센터의 건립도
고려할 수 있으며, 대형트럭의 공단진입이 어려움 등을 고
려하여 시화산업단지 진입로 부근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Ⅳ. 나가며
시흥시는 수도권 중에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시
로 광활한 개발가능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5개
노선이 통과하는 등 교통의 요충지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제1의 공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그린밸트 해제 등과 함께 개발 가능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시흥시의 장기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
으며, 해안선과 연결된 풍부한 해양관광자원 및 서해안전진
기지로서 첨단해양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흥시의 지역경제를 주로 제조업과 유통
물류산업에 초점을 맞춰 특성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시흥시의 제조업발전 방향은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발전방향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흥시에서 고용증대에 기여하면서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흥시에서 육성해야할 전략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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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들은 금속 기계 관련업종, 화학 플라스틱 관련업종,
정보통신 관련업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업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집적효과와 효
율성 증대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지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하부구조 정비, 자치행정의 질, 기업
에 대한 서비스 및 지역에 축적된 인재의 양과 질의 구축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시흥시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첨단화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도시형 업종 및 첨
단산업유치, 고부가가치 생산자지원 서비스산업의 육성, 시
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산업정책의 추진 등과 함께 기술인력의 육성, 환경
개선, 교통체계 개선, 주거문제 해결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
시흥시 관광산업 진흥전략
김 흥 식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을 21세기

국가생존전략으로 삼아 선진국가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2000년대 서해안의 중핵도시를 지향하는 성장잠
재력이 무한한 도시로서 130.4 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시흥시는 광활한 개발가능지역이 있는 725만평의 시화공단
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의 공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서부 수도권의 교통요충지로서 제2경인, 서해안고
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안산-시흥 및 제3경인 등 고속
도로 5개 노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인천 영종도-용
유-무의도와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을 연결하는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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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관광축 상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18km의 해안선으로 연결된 풍부한 해양관광자원 및
서해안 전진기지로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녹지공간
88%의 전원도시, 서해안 해상신도시로서 첨단의 해양관광위
락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시화지구 공유수면내 간사지,
서해안 공유수면 개발, 한화 군자매립지 및 폐염전의 활용
여부에 따라 시흥시의 발전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시흥시는 이와 같은 입지특성과 풍부한 개발잠재
력을 활용하고, 인천광역시, 안산시 등의 주요 신규 개발지
와 연계하여 개발할 경우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도시의 미
래상을 창출해낼 수 있는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즉, 서해안과 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
려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해양형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함으
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개발가용지의 활용을 통해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입지환경분석
시흥시는 심양-대련권, 북경-천진-산동반도권, 상해-남강
-포동권과 함께 환황해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북경-서울-동
경(BE-SE-TO)의 거대회랑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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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경제권의 급신장은 환황해권 관광시장의 급부상을 의
미하며, 환경중심시대에 따른 자연환경의 중요성 부각과 남
북한 관광교류 및 협력 증대에 따라서 시흥시 지역의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시흥시는 연안의 경제적 발
전을 내륙까지 연계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하
기 위한 교통 및 배후시설 확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
역특성화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이 필
요하다.

1. 광역적 접근체계
시흥시 지역은 동북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항, 평택항에 인접한 국토의 관문지역으로서 국제적 접근체
계를 확보하고 있고, 환황해권의 해상접근로인 인천항이 인
접해 있으며 계획중인 평택항을 비롯하여 해주항, 남포항,
신의주항, 목포항, 군산항 등의 연안 항만의 구축으로 중
국, 러시아까지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남
북교류활성화에 따른 경의선, 경원선이 복원되어 TCR, TSR
등과 연계될 경우 중국, 러시아, 유럽지역까지의 접근체계
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경부고속전
철의 추진으로 인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
망되어 시흥시의 동북아 물류거점지역으로서의 개발잠재력
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고속도로도 경부선, 영동선,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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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해안선을 통해 타 시 도와 연결되며, 국도 1호선 등
의 남북연계 국도 복원으로 대륙간선도로망이 구축되어 국
제적 육상접근체계가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역관광 여건분석
1) 해양관광 인프라 확보 미약
시흥시는 해양관광자원과 광역적 접근체계의 우수성에서
불구하고 해양관광 목적지로서의 이미지가 창출되어 있지
않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양관광 인프라
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
는 실정이다.

2) 동북아 연계관광 및 남북한 연계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중간거점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환황해 경제권의 급부상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동북
아 경제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동북아 연계관광코스의 개
발은 지역간 관광협력을 통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동
북아 연계관광과 남북한 화해와 협력방안이 향후 진전될 경
우 남북한 연계관광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
해안의 해로를 통한 남북한 연계관광은 잠재적 관광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통하여 해로로 수도권-개성권-평양권-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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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등을 연계하는 남북한 연계관광코스와 기존의 금강산관
광권과 수도권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시흥시의 배후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은 증
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동북아 연계관광과 남북한 연
계관광의 활발한 진전으로 인한 계속적인 수요증가에 대응
하는 관광인프라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다.

3) 시흥시 관광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필요
단기적인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광
산업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흥시가 수도권 서
남부지역 및 동북아 지역의 관광거점도시로 성장하도록 관
광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지간
연계성 강화, 관광이미지 및 홍보전략 수립 등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관광환경 조성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3. 시흥시 대응전략 및 과제
1) 우수한 광역접근성과 배후수요시장을 활용한 관광개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배후시장과 동북아 지역을 활용한
특화관광개발과 국제물류지역으로서 국제관광기능 수행을
위한 외래관광객의 수용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광역 접근성을 활용하여 세계화를 주도할 국제관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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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과 국제관광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환경여건을 고려한 관광개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높아지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안, 내수면 등 수
변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생태계 보전지역의 보전, 관
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전략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관광개발 육성의지의 지속화 유도
관광부문의 정책적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
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예산투입과 투자실적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관광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전략적인 관광개발계획의 추진 및 중점사
업에 대한 선도적 투자로 국가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도사
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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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관광시장분석

1. 국제관광시장 분석
1) 국제관광동향
(1) 국제관광시장 성장추세
국제관광시장은 ‘
90년대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TO)에 의하면
국제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은 ’
96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에 각각 698백만명과 4,75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표 6-1> 연도별 국제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변화추세
(단위 : 백만명, US$ 10억)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국제관광객 수

국제관광수입

관광객 수

증감률(%)

관광수입

증감률(%)

599.6
618.2
636.6
649.9
698.3

6.0
3.1
3.0
3.8
7.4

437.6
439.7
441.0
455.5
475.9

7.8
0.5
0.3
2.7
4.5

주) 2000년 통계는 2001년 1월 기준.
자료: WTO(1999/2000/2001), Tourism Highlight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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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관광시장 성장추세
지역별 관광객수 증가율은 동아시아 태평양(14.5%), 중
동(10.2%), 남아시아(6.0%) 등의 순이며, 지역별 점유율은
유럽(57.8%), 미주(18.6%), 동아시아 태평양(16.0%) 등의
순으로 나타나 관광객 증가율과 지역별 점유율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관광객수는 ‘
97년과 ’
98년에 경기침체로 인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
99년과 2000년에 각각 전년대비 10.8%와 14.5%
로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에서 최고치를
보여 관광객수는 111.6백만명으로 성장하였다.

2) 국제관광 전망
(1) 국제관광시장 전망
국제관광시장의 성장은 2010년에는 약 10억명, 2020년에
약 16억명으로 증가하고, 관광수입은 2010년 7,462억달러,
2020년 2조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광객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0년 약 2억명으로 시장점유율 19.4%를 차
지하고, 2020년에는 약 4억명으로 시장점유율은 약 25.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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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관광시장 분석
1) 국민국내관광 동향
(1) 국민국내 관광 성장추세
국민관광총량은 ‘
93 ’
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
나, ‘
99년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원인으로 감소하고 있다.
당일관광총량은 ’
93년 110,894천명에서 ‘
97년 204,276천명
으로 증가하였으나, ’
99년 134,505천명으로 감소하였고, 숙
박관광총량은 ‘
93년 149,436천명에서 ’
95년과 ‘
97년 감소와
증가추세를 나타내 ’
99년에는 138,102천명으로 증가하였다.

(2) 국민국내관광 성향 및 전망
‘
93 ’
99년까지의 관광목적지에서의 형태로는 당일관광과
숙박관광에 관계없이 ‘
자연명승지 풍경관람’
과 ‘
유흥 오
락’
이 가장 많았으며, 숙박관광 시에는 ‘
93년과 별다른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당일관광에서는 ’
자연명승지 및 풍경
관람‘
은 증가한 반면, ’
유흥 오락‘
은 약간 감소하였다.
전국민 관광여행 행태조사(한국관광연구원, 2000)에 따르
면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관광활동으로는 ‘
자연명승 및 풍
경관람’
, ‘
피크닉 등산 하이킹’
, ‘
캠핑 오토캠핑’
, ‘
온
천’
, ‘
낚시 사냥’
, ‘
수상스키 래프팅’
, ‘
해수욕’
, ‘
크루
즈 요트 스킨스쿠버’
, ‘
고적 사적지 방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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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국내관광동향
(1) 외국인 국내관광 시장 성장추세
외래관광객은 ‘
96년 368만명에서 2000년 532만명으로 약
7.4% 증가하였으며, 관광수입은 ’
96년 54억달러에서 2000년
66억달러로 약 4.4%가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소비액은 ‘
96
년 1,474달러로 이후 감소하다가 ’
98년에는 1,615달러로 증
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약 1,242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

(2) 주요 국가별 외래관광시장
2000년 외래관광시장 상위 5개국(일본, 중국, 미국, 필리
핀, 홍콩)의 관광객은 전체 외래관광객수의 약 71.9%를 점
유하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은 2000년 현재 방한 외래객 중
에서 46.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추세는 지속
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
92년 수교이래 안
정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
98년 5월에 한국이 여
행자유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되어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현재 방한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으
나, 최근 5년간 동남아 관광시장의 성장과 9.11테러 등으로
인한 해외여행기피로 당분간 침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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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외래관광시장 전망
<표 6-2> 주요 외국관광시장 전망
구
분

시장 특성

- 방문목적은 여가ㆍ 휴가ㆍ 위락이 전체의 약 58.5%로 가장 높으며, 체재
기간은 2.7일로 ‘99년에 비해 단기간의 여행을 선호하며, 여행형태는
개별여행이 약 39.8%, 패키지 투어는 약 31.7% 등의 순
- 한국은 ‘싸고, 가까우며, 단기간’ 여행이 가능하며, 일본의 여성시장을
일본
겨냥한 쇼핑, 미용, 건강, 음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인하
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향후 일본문화 개방,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등으로 인하여 한ㆍ
일간의 관광교류는 증가될 전망
- 주요방한목적은 자연,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체험이나 감상이며, 특히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은 여성층, 중장년층, 고학력층에서 선호도가 상
대적으로 높음
미국 - 다른 방한국가들과 비교하여 휴전선ㆍ 판문점에 대한 방문비율이 높고,
평균체재일수는 평균 9.5일로 장기체류관광객이 많음
- 최근 5년간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장거리, 장기간의 여행에 대한 관
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WTO는 2020년 중국 아웃바운드 수치가 약 1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향후 인구수, 관광규제정책의 완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세계관광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당기간 정
중국 체상태에 있는 미국시장을 제치고, 일본 다음의 2위의 시장으로 도약
할 가능성이 높음
- 현대적 위락관광상품인 도시관광상품, 테마파크, 스키장 등을 선호하
며, 선진관광시설 및 산업관광객이 다수
- 동남아 시장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단 유
치 등으로 방한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동남아 관광객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동남아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99년 23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필리핀은 ’99년 경제회복과 더불
동남
어 20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20% 정도 성장
아
- 동남아 관광객들은 자연관광보다는 도시관광을 지향하고, 환율변동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저가격 목적지를 선호
- 동남아 관광객들은 장거리 관광보다는 태국, 홍콩 등의 근거리 관광목
적지를 선호
자료: 한국관광공사(2001), 일본관광시장분석; 한국관광공사(2000), 관광시
장정보; 한국관광공사(2001), 외래관광객실태조사; WTO(2000),
Tourism Highlight 2000; 한국관광공사(1999), 중국관광시장분석에
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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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관광시장 분석
1) 경기도 국내관광시장 동향
(1) 경기도 관광시장 성장추세
경기도 지역의 관광총량은 ‘
99년 기준으로 숙박관광은
10,633천명(전국대비 약 7.7%), 당일관광은 20,444천명(전
국대비 15.2%)으로 총 31,077천명(전국대비 약 11.4%)이다.
관광객수는 연평균 약 3.4%가 증가하였으며, 관광수입은
약 9.0% 증가하여 경기도 지역에서 관광산업 부문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내국인 관광객수는 약 86.7%인 32,073천명, 외국
인은 약 13.3%인 4,930천명이며, 각 시 군별 관광객수를
살펴보면 한강이남의 경기도 남부지역(60%)이 북부지역
(4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경기도 관광객 성향
경기도 관광실태조사(2000)에 따르면 경기도는 관광목적
지로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부족, 홍보 안내체계 미흡,
문화관광자원 개발 미흡, 계절적 편중 등이 문제점으로 조
사되었다.
경기도 지역을 방문하는 타지역 관광객들의 경기도 지역
내 관광목적지 중 상대적으로 파주 김포 고양시 및 부천
과천시 등의 서울 인접도시들의 매력도는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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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2) 경기도민 관광동향
‘
99년 경기도 관광여행 경험률 및 참가회수를 보면, 숙박
관광여행은 64.2%와 3.5회, 당일관광여행은 72.8%와 2.2회
로 숙박관광여행 경험률은 전국보다 높고, 당일관광여행도
수도권 지역의 관광경험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경기도 지역내 관광목적지로는 수원시, 용인
시 등 서남부지역의 방문율이 29.8%, 동두천시, 연천군, 포
천군, 가평군 등의 동북부지역의 방문율은 29.7%로서 전체
의 약 60%를 차지하여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숙박관광여행과 당일관
광여행 목적지는 강원도(45.9%)와 경기도(48.5%)로 나타났
다.
경기도민은 자연풍경관람(2.5%)을 선호하며, 관광체재일
수는 평균 9.4일로 전국보다 높고 주로 주말관광여행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관광성향 분석
1)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 관광성향 설문조사
(1) 설문조사결과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으로 수도권은 관광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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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스포츠활동, 취미활동 순으로 조사되었고, 비수도권은
스포츠활동, 취미활동, 관광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선
호관광상품은 경관관광, 자연생태, 문화역사, 위락 휴양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목적지 선택시 가장 중요
하게 고려될 사항은 접근성 및 교통여건이 가장 높은 수치
를 기록했으며, 가족친구 등과의 활동꺼리, 관광여행비용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시 경기도지역 관광여부 조사결과, 수
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76.3%, 52.4%로 긍정적으로 응답하
였으며, 방문시 주요활동유형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풍경 자연관람, 역사 문화체험, 위락체험 순으로 조사되
었다.
최근 경기도 지역방문지는 수도권은 가평, 대성리, 신륵
사 순으로, 비수도권은 용인, 임진각, 이천, 여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여행비용은 10만원이하가 가장 높은 수치
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지역내 14개 관광지 중 최근 방문한
곳은 용문산, 산정호수, 임진각, 장흥 등의 순으로 조사되
었으며, 총 여행비용으로는 5만원이하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요활동유형으로는 자연경관 감상활동, 놀이활동,
스포츠활동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지역 관광자원 개발시 선호관광상품은 수도권이
리조트, 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순으로, 비수도권은 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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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테마파크, 문화체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정책적 시사점

a) 생활양식변화로 인한 관광수요 시장 확대
향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 지역의 관광여
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조사되었으며, 목적지 선택시 접
근성 및 교통여건, 관광여행비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시흥시는 차별화된 새로운 관광매력물의 개발 및 교
통시설 확충 및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b) 환경친화적ㆍ역사문화적 관광자원 시설 개발
경기도 지역 방문시 주요 관광활동유형 결과 경관감상,
자연생태, 문화역사, 위락휴양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시흥시 관광개발계획 수립시 자연친화적 관광개발,
지역문화의 관광자원화, 농 산 촌 지역을 활용한 관광자
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 특화관광자원 개발
관광자원 개발시 선호관광상품은 리조트, 테마파크, 문화
체험 순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집객시설의 확충,
독창적이고 특화성 있는 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하다.

2) 관광사업체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결과
외래관광객들의 선호관광상품으로는 역사 문화체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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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락, 자연휴양 관광상품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년
주로 방문한 관광목적지로는 서울, 강원, 경기도 지역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관광객 유치여부 조사결과 약 72%가 긍정
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선호관광상품으로는 역사 문화체험,
테마 위락, 안보관광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래관광객
이 선호하는 주요목적지는 한국민속촌, 판문점, 통일전망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지역 및 인접지역의 방문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부
족한 숙박시설, 여행경비증가, 매력적인 관광상품 및 시설
의 부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상품 기획 판매시 관광상품가격, 관광상품의 주요경
유지, 교통의 편리성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응답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의 경우 관광상품가격, 관광상품의 테마, 교통
의 편리성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지역 관광개발계획 시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관
광객이 느끼는 매력도는 ‘
파주평화생태관광지’
, ‘
도자문화
관광벨트’
, ‘
시흥해양위락관광단지’
, ‘
대부 제부갯벌생태
공원’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상품성에 대해서는
‘
도예문화관광벨트’
, ‘
양주문화관광민속촌’등의 순으로 조
사되었다.

시흥시 관광산업 진흥전략

177

(2) 정책적 시사점

a) 숙박시설 확충
경기도 지역 및 인접지역의 방문 저해요소 중의 하나로
부족한 숙박시설이 26.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흥시를 숙박형 관광목적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콘도미니
엄뿐만 아니라 관광호텔, 별장, 방갈로 등 다양한 숙박시설
의 도입 및 확충이 필요하다.

b) 특화형 관광상품 개발
관광기획 및 판매 시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로 관광상품
가격, 주요경유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기도지역
및 인접지역의 방문저해요소로 매력적인 관광대상 부재 등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흥시는 개발가능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파악하고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
과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관광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c) 테마ㆍ위락시설의 개발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 시 신규사업 대상지 중 ‘
시흥
해양위락관광단지’
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
다. 신규사업 개발계획 시 ‘
시흥해양위락관광단지’등과 같
은 관광거점시설의 도입을 통해 시흥시 지역의 관광이미지
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d) 해양ㆍ생태추구형 관광상품 개발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 계획시 신규사업 대상지 중 ‘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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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갯벌생태관광지구’
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시흥시가 신규사업 개발계획 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해양체험공간창출을 위해 해양관광거점지역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5. 관광자원 분석
시흥시 관광자원으로는 강희맹 선생묘 및 신도비, 장유선
생묘 및 신도비, 한준겸선생묘 및 신도비, 하우명 효자정
각, 박동량선생묘 및 신도비, 관곡지, 김준용 장군묘 및 신
도비, 김치인선생묘, 방산동 청자 백자 가마터, 소래산 마
애보살입상, 오이도 패총, 영응대군묘 및 신도비, 조남리
지석묘, 조병세선생묘,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 하연선생
묘 및 신도비 등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향토문화보급과 시민의 단합을 위해 연성문화제, 물왕예
술제, 새우개 장승놀이와 군자성황제 등의 문화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 소인극 및
민속예술 경연대홰 등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서울위성도시권에 속한 시흥시는 외래방문객을 유인하기
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위락장소로서 월곶지구, 물왕저수지,
과림저수지 등이 있으며,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는 규모나 프로그램에 있어
서 미약한 점이 많다.
서해안 임해공업축인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의 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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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자원은 내국인은 물론 동남아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적인 교육관광시설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시흥시에 위치한 오이도패총, 물왕저수지, 과림저수지와 소
래산 삼림욕장은 서울시내와 가까운 여가 소풍지 및 낚시
터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산업도시와 마찬가지로 시흥시도 관광시설이 빈약하
여 관광시설의 개발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연계된 관광
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개발잠재력이 높은 월곶포구와
시흥시 폐염전에 인접한 소래포구를 연계한 관광상품화와
군자매립지에 강력한 유인력을 가진 디즈니 형태의 테마파
크의 도입과 하버갤러리 개발 등과 같은 관광명소의 개발계
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시흥시 관광여건 종합분석

1. 문제점
1) 차별성과 실현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부족
시흥시가 관광개발사업이 지역개발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
식하고 있지만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별성 및 실
현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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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수준의 관광기반시설 부족
입지적 잠재수요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숙
박, 컨벤션, 안내시설 등이 양적 질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테마파크,
리조트, 복합관광단지 등 대규모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집객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지역개발 및 관광개발 관련 법적 제약요인 산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법 등 지
역개발 및 관광개발 관련 법적 제약요인이 많아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설규모 시설내용 등
토지이용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관광자원 개발사업
의 추진력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2. 잠재력
1) 국제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제의 정착
국가간의 관광교류증가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제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경기도 서해
안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인해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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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자
원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예산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자체,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를 통한 활성화가 가능
해졌다.

2) 동북아 관광시장의 급격한 성장
동북아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역내 및 역외 국제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동북아 국가간 관광부문 협력 및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90년대 초부터 ’
99년까지 동 아태 지역의 국제관광객수
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
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광객 성장률은
동 아태 지역의 평균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3)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관광수요시장의 확대
주5일 근무제의 시행, 노동생산성 향상, 재택 근무의 확
산 등으로 인한 노동시간의 감소와 경제발전 등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노령인구 증가 및 N세대의 확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관광에 대한 욕구와 관광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대규모 관광수요시장 확보
를 바탕으로 한 수도권 인접지역의 당일형 또는 1박2일형
관광휴양시설 및 상품의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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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 배후 관광수요시장의 확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관광수요시장과 인접한 입
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할 경우, 대규
모 관광객 수용태세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3. 대응전략 및 과제
1) 특화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
시흥시의 호수 및 해양 등 수변공간과 갯벌 등과 같은 자
연자원과 역사 문화 등 인문자원 등 관광자원의 고유한 특
성을 최대한 살려 관광자원간 차별성과 매력성을 극대화하
고, 지역별 특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2)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관광숙박시설의 양적 확충과 질적 다양화, 컨벤션시설의
확충, 미래지향적 관광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선진화된 관
광교통체계의 구축 등과 같은 선진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야 한다.

3) 차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개발 정책 및 계획 추진
시흥시의 지역별 관광자원특성, 관광개발여건 등 관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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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잠재력을 분석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중복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인근 시 군과의 협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Ⅴ. 시흥시 관광개발 기본구상

1. 시흥시의 차별적인 이미지 설정
1) 지역 이미지 개선사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도시 고유의 색상과 소재, 디자인 등 도시개성을 창조하기
위하여 심벌마크, 로고, 캐릭터, 마스코트 등을 기본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6-3>은 지역이미지
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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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지역 이미지 개선사례
구분

오이타현
유후인정

구마모토현
가호쿠정

전북 고창군

-고인돌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
-선사유적지 고
장이 라는 이미
지를 전국에 홍
보
-군민들의
참여
기대 -지역의 청정이미 -지역특산품
기회 및 관심
지
홍보,
특산물
홍보
및
효과
판매증대 및
자연경관의 제고로 애향심
과 자긍심 고취
관광 객 유치
청정한
증대 기여
이미지 홍보 -세외수입 증대
-지역의 특산
-지역의 특화된
품을 이용한
개발 발전과 관광지로
관광객 차별
배경 서의 청정한
적인 홍보
이미지 제고
마련

활용

지역특산품 홍보 안내 팜플렛 고인돌 BC카드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의 세
계문화유산 등
록기념과 수원
시의 이미지
향상

-관광자원의 홍
보 및 지역의
정체성 확립
버스, 택시,
정류장
관광안내물 등

2) 산업ㆍ쇼핑 이미지 창출
대표적인 산업공단인 시화공단-인천남동공단-반월공단-평
택공단, 경기도 지역의 삼성전자-하이닉스-LG반도체의 전자
산업, 현대-대우-기아 자동차 등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을
연계하여 시흥시가 갖고 있는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
식시키고 시흥시의 긍정적인 산업관광 이미지를 창출함으로
써 21세기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시장과 동남아시
장의 관광객을 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역사 문화관광자원과 뛰어난 자연경관이 부족한 시흥시
에 물류 유통 및 전자제품의 부품단지와 같은 인위적인 관
광매력물을 조성하여 쇼핑관광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시흥시 관광산업 진흥전략

185

수도권내에 저렴한 지가, 대규모 부지 확보가능성, 광역
접근성의 양호 등과 같은 입지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시흥
시 지역에 대형 자본재전문시장과 농수산물 유통시장 등의
유치를 통해 산업 및 쇼핑관광 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3) 생태ㆍ휴양 이미지 창출
시흥시가 갖고 있는 장소성을 특화하여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도시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야생화공원과 갯벌
생태공원 등과 같은 생태파크를 조성하여 생태관광이미지를
창출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4) 컨벤션 관광이미지 창출
국내외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고속교통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동북아지역의
운동 회의 휴양의 중심거점지역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컨벤션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기도 고양 및 수원지역의 컨벤션센터와는 규모
와 시설에서 차별화된 기능을 가진 커뮤니티형 소규모 컨벤
션시설을 조성하여 인근의 시화공단, 반월, 인천남동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종합적으로 전시 판매하는 산업전
시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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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중심 이미지 창출
수인선 복선전철화계획에 의한 역세권지역으로서 이동인
구의 유인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며, 시흥시의 부족한 문화공
간을 확충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서 문화중심의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2. 시흥시 관광개발의 기본개념
1) 해양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상
해양 복합관광단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토
지이용의 효율화와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유도하여 변화하는
쇼핑 레저휴양 및 문화 오락 기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
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도록 공간구조를 구상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경과 조화를 이룬 공간배분 및 시설배치계획 수립
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기
능적 이질적인 기능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
하여 기존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공간배분 및 개발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복합관광단지 내 관광객 쇼핑객 등 이용객과 상품과
화물 등의 원활한 소통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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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시설의 집단배치
해양복합관광단지 이용객의 상거래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
는 지원시설들을 가급적 집단으로 배치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배치를 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훼손을 최소
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본목표
1)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상업 및 업무기능 강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중핵지역임을 고려하여 상업 및 업
무 기능을 강화하는 워터프론트(waterfront) 개발을 지향한
다.

2) 물을 활용한 긍정적이고 핵심적 이미지 창출
시화호로 인하여 실패한 환경오염의 모델과 같은 부정적
인 지역이미지를 불식시키고, ‘
생태’
와 ‘
물’
의 도시로서의
핵심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아
름다운 서해낙조와 해안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관
광명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해양문화와 휴양 및 체험의 장 연출
바다의 편안함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휴식의 장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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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활용한 먹을거리, 갯벌체험과 교육의 장소, 위락의 거
리를 통한 만남과 체험의 장으로 연출하여야 한다.

4) 가족이 쇼핑과 오락 및 문화수요 충족
가족이 쇼핑과 함께 원스톱으로 계층간의 다양한 오락 및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의 확보, 대규
모 휴식공간과 쇼핑몰 계획 등을 통하여 쾌적한 공간을 유
도하도록 개발한다.

4. 기본구상
1) 기본방향
(1) 관광개발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수도권 서남부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중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대규모 국제관광수요가 발생될 것
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잠재적 관광수요를 실질적인 관광객
으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제위락ㆍ휴양형 해양관광명소로 개발
수도권 서남부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 제조업 중심의 농
촌과 산업이 혼재해 있는 도시에서 장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중심의 지역으로 이미지를 변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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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시흥시는 개발잠재력이 있는 유휴지를 국제휴양 및
관광의 명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양과 내륙을 연계하
는 다양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
고, 시흥시에 소재해 있는 시화호를 활용하여 해양형 관광
위락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3) 임해해양관광축의 중심거점 기능 수행
인천국제공항과 시화공단 반월공단 평택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임해산업축과 강화도 시흥 안산 대부도 평택으로
연결되는 임해해양관광축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성장하기 위
한 중심기능을 유치하고, 광역적 입지잠재력의 극대화를 통
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후도시의 구조를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능
의 도입을 통해 시흥시가 갖고 있는 지역적 한계요인을 극
복하고, 지역의 생태관광자원과 문화관광자원 활용의 극대
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개발목표 및 개발컨셉 설정
(1) 수도권 자원활용측면
수도권 자원활용 측면에서 인천공항의 개항으로 국제관광
객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양, 개펄, 염전 등 지역의
다양하고 특이한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흡입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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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도시기능 특성화 측면
도시기능의 특성화 측면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미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기능
의 복합화 및 자족적 도시의 실현을 위해 미래형 산업인 관
광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 자연환경적 측면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해양과 내륙을 연계하는 다양한 자
연경관과 생태환경 보유하고 있고, 시흥시의 시화호는 담수
호에서 해수호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
다. 따라서 관광자원으로서의 시화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능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들어오는 국제관광객을 위한 관광
루트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목표시장으로 한 국제적
리조트를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강력
한 선도적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해안선에 연해 있는 단위 관광시설 및 관광지구를 연결하
는 해안관광도로를 정비하고 다양한 관광교통수단을 도입하
여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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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계절 체류형 반복 이용형 리조트 공간으로 개발하
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을 목표로 한 종합 해양리
조트시설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5. 도입시설 및 유치시설
1) 골프장 및 골프아카데미 조성
수도권 지역의 골프인구와 외국인 골프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급화된 Private 코스와 Public 코스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골프수요를 흡수하고, 체계적인 골프교육이 가능한 골프 아
카데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경정장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우리나
라 국민의 주당 평균여가시간은 45시간대로 증가할 전망이
다. 산업적 측면에서 여가와 관련된 레저산업, 즉 경륜, 경
정, 경마와 같은 산업의 부가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
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휴식공
간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정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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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musement 기능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꿈과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실내 외의 위락시설로서 Amusement 기능을 도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X-Game시설, 스노보드장, 볼링장, 아이스 링크,
암벽타기 등의 실내 스포츠 테마형 위락기능을 도입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유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수시
설인 가상체험시설(simulation theater), 3D 입체영상관을
도입하여 다양한 어트랙션(attraction)을 제공하고, 계층간
계절별 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여야 한
다.

4) 엔터테인먼트형 쇼핑몰(Entertainment-styled
Shopping Mall) 등 테마형 상업기능
해안과 인접한 입지잠재력을 활용하여 판매, 숙박 등의
상업공간과 쇼핑몰과 위락공간 등 문화위락공간이 조화된
테마형 상업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엔터테인먼트
형 쇼핑몰은 소비자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변화에 신
속히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시흥시 지
역으로의 집객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가족중심의 여
가문화가 확산되면서 레저 스포츠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
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온 가족이 함께 쇼핑 레저 문
화 관광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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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몰을 도입함으로써 시흥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
키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5) 주거기능
수도권지역의 부족한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중 저밀도의
주거단지와 주변여건을 고려한 전원형의 실버타운을 조성하
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즉, 실버타운과 연계된 휴양 및 보양기능을 갖춘
텔라소 테라피랜드(Thalassotherapy Land)를 도입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6) 농촌형 테마파크(Agricultural Theme Park)
도시와 농촌의 공존공영, 바다와 꽃과 과실이 접하는 장
소 등을 주제로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농업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
인간에게 친근한 문화’
를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농촌형 테마파크를 조성할 필
요가 있다.

7) 해양생태기능
시흥시의 장소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생태계
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염전박물관, 개펄체험시설 등의 환경
생태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도시생태 관광상품으로 개발, 생
태학습 및 휴양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흥시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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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종 17만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철새도래지이며, 멧돼
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동식물의 보호
를 위해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시화지구에 기존의 생물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환경
복원효과와 관광자원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8) Botanical Garden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도시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야생화를 관광자원화 하는 야생화공원, 한국과 외국에
서 자생하는 조류를 수집 또는 분양을 받아 버드파크(Bird
Park)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관광숲인 밀레니엄
숲(Millennium Forest)을 조성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휴양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공녹지대는 시흥시의 인위적 건축물이 제공하는
답답함을 완충시키고, 굴곡이 없는 평탄지인 시흥시와 주변
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군자매립지나 시흥시 폐염전 등의 개발가용지 등에 수도권
지역주민과 중국과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웨딩테마파크
(Wedding Theme Park)를 Botanical Garden 내에 조성하고, 야생
화공원과 버드파크와 연계하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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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리나(Marina) 기능
시흥시가 서해안 해양관광기능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하여 마리나시설과 오락활동지구(영화관, 스포츠
센터), 마리나 빌리지(marian village)를 조성할 필요가 있
다.
1차적으로 마리나시설을 개발한 다음 수익성을 고려하여
마리나 빌리지를 건설하고, 오락활동지구에 영화관과 스포
츠센터, 쇼핑센터 등 원스톱 편의시설을 단계별로 마리나
단지 내에 개발하여 이러한 시설의 종사자들이 실제로 생활
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리나시설과 함께 늘
어나는 레크리에이션 피싱(Recreation Fishing)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낚시배의 임대사업을 병행하여 수익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마리나 기능과 함께 전망탑과
선상 레스토랑, 콘서트 홀 등과 연계하여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코스터, 오락실 등을 갖춘 놀이공원을 조성하면 각 시
설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산업전시기능
환황해권의 경제적 역동성으로 인하여 한 중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컨벤션기능과 산업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산업전시기능을 할 수 있는 컨
벤션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변 산업단지의 제
품전시를 위한 산업전시장을 중심으로 수도권 국제교류기능

196 시흥지역연구

을 강화하기 위한 컨벤션시설과 호텔 등의 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Ⅵ. 시흥시 관광진흥계획

1. 관광상품 및 코스 개발계획
참여지향적 관광축제 및 이벤트 참여를 도모하고, 외래관
광객의 재방문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 및 코스개발계획은 하드웨어인 관광개발계획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역기반형 관광축제 및 이벤트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시흥시 지역의 관광기념
품 및 특산품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성을 부
각시킨 지역브랜드형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을 개발하여야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흥지역과 인근 지역간의 다양한 관광자원간 네
트워크를 통한 지역테마체험형 관광코스상품개발 및 차별화
된 관광자원 및 시설을 활용하여 관광객 체류를 연장시킬
수 있는 관광코스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흥시의 해양위락형 관광코스상품과 평화통일형, 자연휴양
형, 역사탐방형, 도시위락형 등과 같은 관광상품을 광역적
차원에서 연계하면 각 관광상품 유형간의 시너지 효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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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수 있을 것이다.

2. 관광객 유치 홍보계획
시흥시가 지속적 홍보를 통한 효과적인 관광이미지를 확
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홍보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유통채널의 확보를 통하여 시흥시
의 관광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관광관련사업의 투자홍보를
통하여 외자유치를 도모하는 기능을 자연스럽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흥시 지역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수용태세 확립에 있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표
적시장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시흥시 내 제반자원,
시설의 가치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인 홍보 마케팅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관광상품개발의 활성화 및 연중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자매결연기관을 통한 유통경로를
확립하고,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하
여 관광관련 사업자 여행사에 대한 참여도를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관광관련 투자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Investment
Tour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관광전문 해외투자 유치단을 구
성하여 관광해외투자 유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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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교통ㆍ루트계획
관광교통 및 루트 계획은 관광자원과 지역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관광객 이동의 편리성을 제고
하여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흥시는 동북
아지역 및 수도권의 중심권역에 위치하고, 해안과 인접하는
등 지리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시흥시는 향후
한중간의 교류에 대비하여 공항, 연결도로 및 항만 등 동북
아 지역간 관광교통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관광객을 적극적
으로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관광교통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
도록 관광루트 및 교통계획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
적 광역관광교통망을 확충하고, 남북한 연계관광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역적 관광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광교통의 정체구간을 정비하고, 관광경량전철과 테마관
광도로의 지정 등을 통한 매력적인 관광교통수단 및 시설을
도입하여 역내 관광교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광루트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제관
광루트, 국내관광루트, 시흥관광루트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광루트는 육상 및 해상 관광루트,
국내관광루트는 통일 생태, 도시 산업, 해양 위락, 문화
역사, 산악 휴양 등과 같은 관광루트를, 시흥관광루트는
해양경관, 쇼핑체험, 생태체험, 수변 경관, 도시위락 관광
루트를 각각 개발하여 연계시킴으로써 관광루트의 다양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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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서해
안지역은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
의 급성장은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
제권의 확대로 인한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는 곧 관광수요
의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시흥시는 수도권 배후시장과 동북아지역의 중
심권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특화관광개발과 국제
물류지역으로서 국제관광기능 수행을 위한 외래관광객의 수
용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광인프라
를 확충할 때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은 어떻게 투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시흥시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흥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도
입시설과 기능을 가진 관광프로젝트에 개발사업의 시급성,
개발규모 및 수익성,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장래 예상되는
관광객의 이용행태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
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더 시급한 것은 시흥시 관광산업의 운
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지간 연계성
강화, 관광이미지 및 홍보전략의 수립 등 시흥시 관광소프
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 있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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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질 때 시흥시는 명실상부하게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관광거점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시흥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김 동 영

Ⅰ. 들어가며
시흥시는 수도권의 서남부 해안에 위치하여 이웃한 안산
시 및 인천권역과 더불어 수도권 공업벨트의 핵심을 구성하
고 있다. 1980년대말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결과, 현재는 약
34만 여명의 인구에 5,000 여개의 기업체가 조업중에 있다.
또 시흥시는 공업도시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성장율이 18.5%에 달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7년 착수된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 시
화방조제가 완료되면서 간석지 3,300평과 1,700만평의 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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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만들어 졌다. 그러나 시화호의 배후지인 안산과 시흥
의 도시지역, 시화 및 반월공단, 그리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생활하수와 폐수가 처리되지 못하고 시화호에 직접
유입되어 심각한 수질오염 현상이 일어나 사회문제화 된 바
있다. 이후 폐수처리 방류구의 외곽 이전, 폐수처리 시설의
추가 설치, 담수호 포기 및 해수 유입 등으로 시화호 지역
의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은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시화지구는 대규모 공단과 주거지역이 밀접해 있어 대
기오염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998년 이
후 시화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발생한 악취관련 민원
은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안과제이기도 하
다. 안산 반월공단과 인천남동공단이 인접해 있고, 입주 업
종이 화학, 염색,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많은 구조적 요인
으로 인해 대기오염 발생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시흥지역의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해 몇가지 새로운 접근방법
에 대해 검토하였다. 시흥지역의 향후 도시기반 확충과 관
련한 사항을 검토한 다음, 주로 시화공단의 배출시설들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향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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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흥시 대기환경 현황과 전망

1. 대기환경 현황
현재 시흥지역에는 2곳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왕동 관측소는 1997년부터, 시화공단 관
측소는 1999년부터 관측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그림 7-1>은 이 두 관측소의 연평균 오염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1> 시흥지역 대기오염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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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시흥지역의 대기질은 관측이 시작된 이래 계
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여타 지역에
서는 개선되고 있는 이산화황(SO2)과 먼지의 농도도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다. 공단지역의 입주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배후지역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 전반적인 환경 압력
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관측된 오염도를 수치상의 수준으로만 보면, 시
흥지역의 오염도가 수도권 타지역이나 공단지역보다 특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측정망의 관측치
와 체감오염도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체감오염도는 측정망에서 관측되지 않는 악취유발
물질이나 유해물질 등이 가세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시화공단에서는 체감오염도가 특히 큰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7-2>는 시흥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격자단
위로 표현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남서부권의 대기오
염물질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매우 크며, 그 중에서도 시흥
과 안산의 배출량이 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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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시흥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양상

시흥지역의 대기오염 확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형과
기상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형적으로 시
흥시의 면적은 약 132

이며, 평균 해발고도는 약 40m 내

외이다.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북동방향으로 약 170m 정
도이다. 시흥시를 중심으로 시화공단 남서쪽은 서해와 접해
있며, 동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
산시 등의 도시들이 경계를 맞대고 있다.
<그림 7-3>은 시흥시의 표고 및 경사도 분포이다. 전반적
으로 서남쪽 해안가에서 동북쪽으로 가면서 표고가 높아지
는 지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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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시흥시 지역의 표고도와 경사분포도

대기오염물질의 확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기상이다. 시흥지역에서 2001년 한해동안 관측된 자
료를 바람장미로 표현하면 <그림 7-4>와 같았다. 바람장미
(wind rose)는 해당기간 동안의 풍향과 풍속의 빈도수를 그
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눈에 바람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림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흥지역의 주풍향은 남
동풍과 북서풍이다. 남쪽은 시화공단, 남동쪽은 반월공단,
북서쪽은 인천 남동공단이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들 지역으로부터 대기환경 영향을 직접 받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5>는 바람장을 계절별로 나타낸 것으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기본적인 풍계(wind system)는 비슷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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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시흥지역의 바람장미(2001년)

또 시흥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하여 하루 중에도 밤낮에 따
라 뚜렷한 해륙풍이 발생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공단과 주
거지역간의 대기오염물질 이동 패턴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해륙풍은 통상적으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쪽으로 바
람이 불며 밤에는 반대방향으로 바뀌므로, 낮동안 공단내의
오염물질 배출이 배후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욱 크다.

208 시흥지역연구

<그림 7-5> 시흥지역의 2001년 계절별 바람장미

전반적으로 시흥지역의 지형이나 기상적인 자연조건으로
볼 때, 고밀도 임해 공단의 개발은 환경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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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흥지역 환경문제의 가장 핵심인 시화공단 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화공단내의 2001년 현재 입
주업체 현황은 다음 <표 7-1>과 같다. 2,3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금속 및 화학 관련 업체가 가장 많다. 이중
에서 약 650여개 업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
표 7-2>는 이들 업소들을 규모별로 나타낸 것이다. 규모를
나타내는 종은 연료소비량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으로, 통
상 3종까지는 대형 배출시설로 분류되며, 시설수는 적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지만
4-5종 업소는 개별적인 배출량은 크지 않지만 업소수가 많
아서 관리가 매우 어렵다. 시화공단에는 중 소규모 업체가
특히 많아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7-1> 시화공단 입주 업체 현황
구분

계

시화공단(시흥)

1,806

업종
화학

금속

섬유

폐기물

기타

313

1,086

71

2

334

시화공단(안산)

483

57

284

24

3

115

계

2,289

370

1,370

95

5

449

<표 7-2>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업종

구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시화공단

649

30

87

102

277

908

반월공단

806

7

46

61

143

549

계

1,455

37

133

163

4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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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화공단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이다. 악
취물질 발생업소는 시화지역에 110여개 업소, 안산 반월 지
역에 40여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악취발생
업소는 주로 폐기물 처리업체, 화학제품 제조, 금속, 고무,
플라스틱, 가죽제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 집중적인 관리하에서도 업종의 특성상 뚜렷한 개선효
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 공단이외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무허가
소규모 공장을 들 수 있다. 현재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는 대략 2.300여개 이상이 난
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시흥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변 경기도 시 군지역 대부분의
문제이다.
이들 무허가 중 소규모 업체들은 주로 주거지역이나 농
가의 창고, 축사 등에 싼값에 세를 들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구, 도장, 염색 등의 업종으로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크
면서 매우 영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 시설에서는 유
해물질이나 휘발성유기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이들 시설에서는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부적절한 방치, 폐수의 무단 방류, 이로
인한 토양오염 유발 등으로 주변 지역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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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 전망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지표로 인구,
산업 및 경제활동, 교통, 에너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지표들을 통하여 향후 환경을 개략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
다.
먼저 시흥시의 인구는 2002년 현재 약 34만명으로 경기도
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시화공단의
개발과 관련 인력의 입주로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기록
하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인구는 앞으로 60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시흥시 당국은 약 80만명 정도는 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2배 이상의 인구증가는 결국 2배 이상의 택지개
발, 에너지 소비,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연결되고, 이는 바
로 환경여건의 악화로 귀결된다.
또 시흥지역에서는 앞으로 이 일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시화공단 지
역에는 이미 조성된 기존 공단에 추가하여 시화호쪽으로 90
만평을 더 매립하는 제2시화공단 조성계획이 있다. 또 동북
아 비즈니스 중심축의 일환으로 인천권역의 영종도 공항과
송도 신도시를 잇고 시화지구 외항을 개발하여 대규모 물류
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 시화호
남부지역의 대부도 관광개발 계획, 시화 방조제의 조력 발
전소 건설, 지정폐기물 매립 단지의 추가 조성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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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택지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현재 시흥시
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새로이 조정할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70여개 자
연취락지구가 포함된다. 또 군자지구, 정왕동 토취장, 폐염
전, 한화매립지 등 적게는 수십만평, 많게는 수백만평 단위
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대규
모 개발계획은 그 개발 방향에 따라 향후 시흥시의 환경여
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전망이다.
이같은 각종 지표를 토대로 살펴보면 잠정적으로 시흥지
역의 환경개선은 매우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인구, 산업시설의 폭증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교통, 에너지
수요 등으로 현재보다 매우 악화될 여지가 많다. 또 현재
여건에서 시화공단의 대규모 확장은 더욱 더 이 일대의 환
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Ⅲ. 대기환경 개선 과제

1. 환경친화적 도시기반 구축
먼저 시흥시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재 추진중인 대규모 개발계획들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
환경친화적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적절한 인구계획
아래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저밀도 도시개발, 쾌적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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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여건 확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구조 창출 등 쾌적한 도
시기반 조성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가장 근본적인 부
분이다.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시흥시의 여건은 여타 도시에
비하여 매우 유리한 형편이다. 현재 시흥지역은 시화공단지
역과 정왕동 공단 배후지역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부분
저개발 지역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폐염전, 신규 택지개발 지역 등 수십, 수백만평
단위의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인
70여개의 기존 자연부락 지역을 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향후 시흥지역 환경보전의 요체라고 판단된다. 이 지역들의
개발방향과 내용에 따라 향후 시흥지역의 환경은 근본적으
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개발 정책을 답습한다
면, 또 다른 시화공단이 추가적으로 들어서고, 또 다른 난
개발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2. 시화공단 환경개선 방안
1) 기술규제 방안 도입
현재 시화공단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
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규제받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시설의 최종 배출농도
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설사 모든 배출시설이 규제기준을
만족한다고 하여도 시화지역과 같이 배출시설이 고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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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는 경우 지역 대기질은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환
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종 배출농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배출량과 대기질과의 인과관계
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고, 또 일정 영향권역을 설
정하여 그 권역내의 모든 배출시설들에 대해 상호 영향관계
를 따질 수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현실
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여서, 지금까지 지역 대기오염 개선에는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이러
한 직접규제가 비효율적임을 깨닫고, 최근 들어 기술적인
접근(technology-based approach)으로 규제 방향을 크게 변
화시켜 오고 있다. 기술규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개별시설들
에 대해 현재 단계의 최적 오염방지 기술을 적용토록 하는
방법이다. 물론 지역단위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역총량규제
와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배출허용기준
에 의한 개별시설 규제보다는 입지규제적인 성격도 강하게
나타난다.
이 방법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 기본적인 접근방
법인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규제 방식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
에 전면적인 도입은 초기 단계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환경개선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검
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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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근거한 규제가 가능하려면 먼저 모든 시설들에 대
한 개별적인 정밀 실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에 근거하
여 공정과 배출특성 등을 고려한 다음, 현재 상태에서 최적
의 기술을 선택하여 설치하게 된다. 이 방법은 기술적인 지
원과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현실적인 지원 방안만 따
른다면 가장 최적의 방지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
한 방법이 된다. 미국에서는 이를 위해 기술지원센타 같은
것을 설치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주 및 연방정부
단위에서 심사기관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화, 반월지역의 경우 지역환경연구센타 등을 활용하여
기술지원을 받고 경기도청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끌어내
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사실상 기
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만, 지역환경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 본청 뿐만 아
니라 나아가 환경부 등을 상대로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필
요가 있다.

2) 지역총량규제 도입
지역총량규제는 먼저 해당지역의 대기질 유지를 위한 오
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지역내 각종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량이 배출총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 특히
시화공단과 같이 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대기질 유지
개선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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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총량규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역
대기환경용량의 산출,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에 근거한 배출 삭감량의 설정, 신규시설에 대한 강화된
입지 규제, 규제대상 시설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 등
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 단계에서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
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
질 특별대책에서 주요 내용으로 수도권 총량규제 도입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시화나 반월지역의 지역총
량규제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질 특별대책
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물질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일본 동경도 수준의 대기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물질별로 40%에서
70%까지 대폭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대책지역의 관리
대상지역으로 서울과 인천 전역, 경기도 19개시를 지정하
고, 관리대상지역 밖에 위치한 평택소재 포승지구와 충남
등에 위치한 보령, 당진화력 등 4개 발전소를 포함하고 있
다. 이들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형 배출시설에 대하여 단계적
으로 배출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총량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선 대책의 핵심이다.
지역총량규제는 시화, 반월공단과 같이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시설이 밀집된 곳에서 오히려 간명하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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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될 수 있다. 먼저 공단지역내의 전면적인 배출시
설 실태를 재조사하여 배출량을 조사하고, 여기에 지역환경
기준 등에 근거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한다. 특히 배출량
조사는 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으로 이어지므로 관련 전문
가, 해당 업체, 행정관서 등이 포함되어 상호 이의의 여지
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 배출량과 지역대기질의 인과관계 분석에 기반하여
전체 배출량 삭감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업체별로 가능한
배출량 삭감 계획을 수립한다. 업체별 삭감량은 업종별, 규
모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자발적인 삭감계획
을 먼저 수립하도록 한 다음, 여기에 근거하여 실제로 실시
할 삭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삭감량이
정해지면 업체별로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야 한
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강제적인 규제나
배출권거래제 같은 시장에 기반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적용
될 수 있다. 강제적인 규제는 정확한 감시 감독이 중요하
고, 배출권거래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창출, 거래
단위와 가격의 설정 등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경제적 유인
수단을 통한 자율적 참여 방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기
술과 투자재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해당업체가
모두 전문성을 갖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기술지원센타 같은
것을 설립하여 필요한 모든 기술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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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기술지원센타는 배출량의 평가나 삭감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최적방지기술의 추천과 도입 설치
등에 대한 것들도 같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해당 업
체들이 실질적인 방지시설 투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지
원 방안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3) 특별대책지역의 설정
현재 국내에서 대기환경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울산과 광양만 권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역이다. 수도권에서
는 시화 및 반월공단 지역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설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의 종류
와 품질을 규제받고,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타지역보다 강화되어 적용된다. 시화 및 반월지구에 대해서
도 특별대책지역을 설정하고 신규시설의 입지여건 강화와
기존 시설의 규제여건 강화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4) 관리 감독 강화
2002년 7월부터 국가산업단지의 배출시설 관리권이 중앙
정부로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시
화와 반월공단 관리권이 경기도로 이관된 상태이다. 이 같
은 변화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보전 의지가 공업단지의 개
발과 관리에 더욱더 중요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권 이양과 연관하여 지도 단속 기능을 더욱 정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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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잘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감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을 배정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Ⅳ. 맺으며
시흥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시화공
단 문제이다. 시화공단은 수도권 산업시설의 중추를 구성하
고 있지만 주거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중 소규모의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구조적인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악취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
생해 왔으며, 다각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어느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려면 배출시설의 추가 입지를
제약하고 철두철미하게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발생
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가 산업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재원을 조성하여 합당
한 기술과 그것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시흥시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여지가 매우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개발방향과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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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향후 지역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시흥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환경을 결정짓는 요소이
기도 하다. 적절한 인구계획아래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저밀도 도시개발, 쾌적한 교통여건 확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구조 창출 등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은 시흥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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