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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혁신지구 전략 수립과 

산업거점 정책 관련 전담조직 통합 추진 필요

서울의 산업거점 전반을 아우르는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서울시는 2018년 1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2019년 1월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유망산업 중심의 주요 산업거점 조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각각의 계획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서울의 신산업거점 조성 방향과 함께 주요 

산업거점의 발전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G밸리, DMC, 마곡, 홍릉, 양재, 마

포 등 6  산업거점 조성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작업은 산업거점을 전반적

으로 아우르기보다는 개별 산업거점별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있다. 지역적 맥락을 고

려하면서 산업거점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산업거점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면 서

울의 혁신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혁신의 중심지가 교외 지역에서 도심으로 이동 중

혁신의 중심지가 과거 실리콘밸리로 표되는 교외 지역에서 현재는 도심으로 이동하

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나온 지역 발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는 최첨단 앵커기관과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와 함

께 서로 연결되는 지리적 장소를 의미한다. 최근 도시경제에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어메니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들이 밀집한 도시가 혁신의 중심지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혁신이 발생하는 장소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술집, 카페, 문화 공간 등

의 어메니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역의 균형 잡힌 자산 구조와 조화가 혁신지구 성공의 자산

혁신지구의 발전은 결국 혁신생태계에서 비롯된다(Katz and Wagner, 2014). 따라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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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의 전략으로 다루어지는 혁신지구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

한 방법으로 생태계 개념이 주요한 핵심 중 하나이다. 혁신생태계는 경제적, 물리적, 

네트워킹 등 3가지 주요 자산(asse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혁신의 동력을 발생시킨다. 또한, 3가지 주요 자산의 교집합을 통해 

혁신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한다. 이러한 지역의 균형 잡힌 자산 구조는 혁신지구 성공

의 자산이며, 그러한 이유로 특정 자산에 치우치기보다는 조화가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혁신지구화 전략에서 정책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중요

주요 혁신지구로는 바르셀로나의 22아로바, 뉴욕의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과 루즈

벨트 아일랜드, 캠브리지(미국)의 켄달스퀘어, 보스턴의 혁신지구, 런던의 테크시티 등

이 있다. 이들 지역은 기존 도심과 가깝다는 위치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였다. 상 적

으로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나갔다. 혁신지구화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사 결정자의 강한 

의지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도시정부는 강한 의지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혁신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지는 않는다. 민간부문은 혁신지구에서 기술융합과 산업발전의 주체이며, 이를 

통해 기업생태계를 형성해나간다. 또한 거버넌스에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며 이들은 서

로 협력하여 혁신지구의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혁신지구 자산회계 방법론을 활용해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잠재력 검토

혁신지구의 자산은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Katz and Wagner 2014). 이러한 개념적 틀을 활용해 자산 회계(asset 

audit) 측정 방식을 통해 혁신지구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Hanna 2016). 본 연

구의 분석에서는 자산회계 측정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자산회계 방식을 국내 실정에 

맞춰서 도입한 이후 앞서 언급한 6  산업거점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산 지

표 중 경제적 자산으로 기술업종 종사자 수와 창업 지원시설을 이용하였다. 물리적 자

산으로는 중교통 승하차 인원, 오피스 연면적, 공원 면적, 생활인구, 와이파이 핫스

팟을 이용하였다. 네트워킹 자산으로는 커피숍, 문화시설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원자

료는 지표화를 위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다수

의 자산 지표를 동일한 공간 단위로 비교하기 위해 행정동으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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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는 경제적 자산이 풍부하며,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도 준수

G밸리는 1967년 4월에 국가산업수출산업단지로 준공되었으며, 2000년 12월 서울디

지털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해당 지역은 첨단업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상 적으로 종사자의 학력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G밸리 발전협의회와 G밸

리 경영실무자협의회 등이 주요 거버넌스로 활동하고 있다.

G밸리는 경제적 자산에서 강점을 보이며,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면 부분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기술업종 종사자 수와 창업지원시설 모두 

서울시 행정동 내 상위권에 위치한다. G밸리는 과거 수출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공

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 자산의 공원면적이 상 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공업용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킹 자산에 해당하는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이 상 적으로 부족하다. 

[그림 1] G밸리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DMC는 경제적 자산이 풍부하며,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은 양호

DMC는 2000년 새천년 신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계 최초

의 계획된 미디어 중심 클러스터이다. 미디어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공

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거버넌스가 DMC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

라 정부도 DMC의 육성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DMC는 경제적 자산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에 

일부 부족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업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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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와 창업지원시설 모두 서울시 행정동 내에서는 상위권이다. 하지만 주요 지하철

역과 업무중심지 간의 거리가 있어서 중교통인 도시철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방송국 등 다수의 문화시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공공문화시설은 상 적으로 부족

하다.

[그림 2] DMC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마곡은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 일부가 부족하나 단기 성장 기대

마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강서구 마곡 일 를 R&D 중심의 일반산업단

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유치 권장업종과 연구면적비율을 지정하여 해

당 기준에 미달 시 입주를 제한하였다는 점이 타 산업단지와 다르다. 마곡은 M-밸리 

포럼과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산업단지 내 현안에 한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마곡은 G밸리와 DMC과 비교하여 전체 항목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리

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 중 일부가 특히 부족하였다.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업

종 종사자 수와 창업지원시설의 동별 순위는 100위 안으로 부족하지는 않으나 물리적 

자산인 중교통, 생활인구, 와이파이 핫스팟과 네트워킹 자산인 문화시설 등은 상

적으로 취약하였다. 하지만 마곡의 지속적인 개발로 이전보다 전반적인 상황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이후 몇 년은 지역 자산과 역량이 급속하게 성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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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곡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홍릉은 경제적 자산이 부족

홍릉은 2015년 4월에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0월에 서울 바이오허브가 개관하였다. 연구기관과 학, 병원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살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로 육성할 예정이다. 

홍릉포럼은 홍릉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미래 의제 발굴을 위한 관내 학과 연구기

관 중심의 협의체이다.

홍릉은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은 충분하지만, 경제적 자산이 상 적으로 부족하

였다. 다른 산업거점에 비해 연구시설은 많이 입지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 관련 자산이 

크게 부족하였다. 학과 연구소가 산업거점 내에 입지해 있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

여 캠퍼스타운 조성과 창업 인큐베이터를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홍릉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 /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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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는 혁신지구 자산 지표가 다소 낮은 지역

양재는 2016년 8월 양재 테크플러스 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2월

에는 양재R&CD혁신허브센터가 개관하였다. 자생적 R&D시설 집적지로 혁신거점으

로서의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역교통은 편리하지만 산업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내부 교통연계는 다소 미흡하다.

양재는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모두 부족함을 보이는 지역이다. 물

리적 자산의 공원면적과 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상 적으로 부족하였다. 

중교통의 경우 자산 지표는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교통은 좋지 않은 

편이다. 양재역 인근을 제외하고는 생활인구, 와이파이, 문화시설 등 도시 활력을 측정

하는 주요 지표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5] 양재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 /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마포 역시 혁신지구 자산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 

마포는 서울시에서 핀테크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계

획의 일환으로 마포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 별관에 2018년 4월 핀테크랩이 개소하였

다. 마포 일 에는 창업관련 시설과 금융관련 지원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핀테

크지원센터의 서울 분원은 창업허브 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마포는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모두 부족함을 보이는 지역이다. 서

울창업허브가 입지하고 있으나 배후 지역의 혁신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인 공덕역이 위치하여 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혁신 역

량을 끌어낼 수 있는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이 부족하다. 특히 물리적 자산인 

생활인구와 와이파이, 네트워크 자산인 커피숍과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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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마포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 /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각 산업거점의 특징을 고려한 혁신지구화 전략 수립 필요

G밸리와 DMC의 경제적 자산은 서울 전체에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 지표에서는 보완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지역은 물리적, 네트워

킹 자산 지표가 상 적으로 우수하나 서울 전체 수준에서는 발전의 여지가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 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곡은 산업단지 조성 초기임을 감안하면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해 있으나 향후 경제적 자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

제적 자산을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양재는 특히 경제적 자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나, 성공적인 혁신지구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과 더불어 경제적 자산

의 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거점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거버넌스 형태

G밸리 □   □

DMC □   □

마곡 ▫>□ ▫>□  
홍릉 ▫ ▫ ▫ 
양재 ▫   ▫
마포 ▫ ▫ ▫ ▫

[표 1]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자산 분석 결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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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과 마포는 현재는 모든 자산에 있어 다른 산업거점에 비해 부족하다. 현재 홍릉과 

마포는 세 개 자산의 순위가 여타 거점에 비해 상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

적인 혁신지구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 하고 산업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거점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조직으로의 산업거점 계획 통합 필요

서울시의 혁신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 전략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산업거점별 계획 추진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

를 위해서는 이들 산업거점의 현황과 혁신지구화 전략 단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여

타 서울의 공간계획과 비교하고 시행하는 산업거점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

이다.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거점의 관리를 도맡을 거점별 

거버넌스 구조 구축에 더해 전반적인 서울시 산업거점 관련 정책을 전담조직으로 통합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불어 실무적으로 혁신지구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실

행할 재단이나 기관과 같은 실무조직의 설치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에 필요한 재원 운용의 측면에서 산업

거점의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거점 관리와 운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공유 및 확산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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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_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서울시는 유망산업 중심의 주요 산업거점 조성을 지속적으로 제안

‐ 2018년 1월에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2019년 1월에는 민선7

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

‐ 각각의 계획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한 서울시의 신산업거점 조성 방향과 

함께 주요 산업거점의 발전전략이 포함

◦ 주요 산업거점 조성을 재차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은  

개별 산업거점별로 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서는 6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형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거점의 발전 

유도

‐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는 6  융합 신산업거점 조성을 천명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산업거점의 발전방향에 해 언급

‐ 하지만 앞선 논의들의 후속 작업은 산업거점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기보다

는 각각의 산업거점별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있는 실정

◦ 최근 도시발전 전략으로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 개념이 부상

‐ 혁신지구 전략은 최근 도심이 혁신과 창업의 중심지로 재평가되는 흐름

에서 나온 지역 발전 전략

‐ 최근 혁신지구 관련 연구는 주요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지역 발전 

모델로 정교화하는 추세

◦ 산업거점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혁신지구화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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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요 산업거점의 발전전략은 각각의 거점별 발전전략 위주로 시행

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정책수단은 부족한 것이 사실

‐ 산업거점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혁신지구화 전략 제시를 통해 서울 경

제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필요성 제기

◦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혁신지구화 전략을 적용한다면 서울의 혁신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

‐ 주요 산업거점의 발전전략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차이가 있으

며 공간적 맥락에서도 차별화되고 있는 중

‐ 산업거점별로 마련되어 있는 발전전략과 함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혁신지구화 전략을 수립한다면 주요 산업거점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 혁신지구 전략의 틀로 산업거점 조성의 이론적 토  및 실무적 내용을 제공

하여 서울의 경제성장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산업거점 조성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실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

로 혁신지구화 전략을 시행

‐ 혁신지구 발전전략을 수행하면 서울 경제의 혁신성장 목표 달성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연구목적

◦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을 상으로 혁신지구 모델의 도입 잠재력 검토

‐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상을 상으로 새로운 도시형 혁신공간 전략으

로 주목받고 있는 혁신지구 모델의 적용 가능성 검토

‐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 전략 제안

◦ 혁신지구화 전략 제안과 함께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정책 탐색

‐ 정책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과 실행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와 정책시행 측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

과 도출이 필요

‐ 거점별 비전이나 개발방향 검토 못지않게 지원정책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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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방법 및 연구흐름

1)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혁신지구의 개념, 분석의 이론적 틀 마련, 사례연구 분석 

등을 진행

‐ 혁신지구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영미권, 특히 브루킹스 연구소의 문헌

자료 및 기사 등을 참고

‐ 혁신지구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3  자산을 중심으로 분석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연구 분석

‐ 미국과 유럽 등 주요 혁신지구 사례연구 자료를 취합

◦ 국내외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지표화 작업을 거쳐 계량분석

을 진행

‐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후 국내외 공공데이터와 민간기

업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확보한 후 분석을 진행

‐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경제적, 물리적, 

네트워크 자산 등으로 유형을 구분

‐ 데이터의 유형 구분과 함께 지표화 작업을 진행하여 혁신지구 관점에서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에 한 현황을 파악

◦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혁신지구화 전략 도출을 위한 시사점 발굴

‐ 미국과 유럽 등 해외사례 지역의 문헌 자료를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며 

통계자료를 활용해 혁신지구의 실태를 파악

‐ 미국과 유럽 등 혁신지구의 주요 사례 지역 방문을 통한 현장조사와 관

계자 인터뷰를 시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에 반영

◦ 혁신지구 관련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을 상으로 자문회의 개최

‐ 산업정책 전문가, 산학연 거버넌스 전문가 등과 산업입지정책, 담당자들

과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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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흐름

◦ 혁신지구의 개념

‐ 최근 도시형 혁신공간이자 개발전략으로 주목받는 혁신지구 모델의 개념 

정립

◦ 혁신지구 분석 틀을 활용하여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현황을 파악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서 언급된 주요 산업거점 중 G밸리, 

DMC, 마곡, 홍릉, 양재, 마포 등 6  산업거점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 마련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혁신지구의 이론적 틀을 반영한 산업거점 

현황을 분석

‐ 거버넌스와 선도시설을 포함한 운영기관 현황을 파악

◦ 주요 산업거점의 잠재력을 분석하여 혁신지구화 전략의 방향성 수립

‐ 경제적, 물리적, 네트워크 자산을 각각의 요소별로 분석

‐ 주요 산업거점이 혁신지구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 수립에 있어서 충분

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해 판단

◦ 해외 주요 혁신지구 사례

‐ 뉴욕, 보스턴, 런던, 바르셀로나 등 해외 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외사례 

분석

‐ 해외 주요 혁신지구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혁신

지구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를 위해 실행 가능성을 담보로 한 구체

적인 전략 도출

‐ 산업거점 현황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 후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을 개발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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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혁신지구의 부상

1_혁신지구란 무엇인가?

1) 혁신지구 모형의 부상

◦ 공간 형태의 전략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창업이 도심에서 

결합하는 혁신지구 모형이 부상

‐ 과거에는 도심에서 벗어난 규모 산업단지와 교외 테크노파크 등이 주

요 혁신의 진원지였다면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지로 도시 내 기

성 시가지가 부상

‐ 기존의 혁신공간은 기성 시가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서 넓은 지역에 걸쳐져 있는 반면에 혁신지구는 주요 혁

신 주체들이 좁은 지역에 밀집하는 물리적인 압축이 특징

◦ 혁신지구는 최첨단 앵커기관과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 인큐베이터, 액셀러

레이터와 함께 서로 연결되는 지리적 장소(Katz and Wagner, 2014)

‐ 앵커기관은 공공 또는 민간이 선도적으로 지역을 표하여 혁신을 이끌

어 나갈 수 있는 주요 시설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혁신지구 내에서는 공

공의 지원시설,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학, 연구기능을 갖춘 의

료기관 등이 앵커 역할을 담당

‐ 스타트업은 신생 창업기업 중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술 및 인터넷 기반의 기업을 의미하며, 이들 기업은 성장이 기

되지만 자금력은 부족한 경우가 다수

‐ 기업 인큐베이터는 주로 창업 직후의 초기 스타트업이 입주하여 다양한 

기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

‐ 액셀러레이터는 기업 인큐베이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 적으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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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의 시기를 지난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으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후에는 기업과 외부 투자

자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최근 도시경제에서는 일자리(working)뿐만 아니라 주거(housing)와 어메

니티(amenity)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추세

‐ 도시는 일자리·주거·어메니티가 함께 밀집하는 장소

‐ 혁신이 발생하는 장소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술집, 카페, 문화공간 등의 

어메니티도 주목받기 시작

2) 혁신지구 3대 자산 모형

◦ Katz and Wagner(2014)는 미국 내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한 개념화 과정

에서 혁신지구의 발전은 결국 혁신생태계에서 비롯한다고 주장

‐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생태계 개념은 주

요한 핵심 중 하나

‐ 혁신지구 내에서도 혁신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혁신지구에

서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수

◦ 혁신생태계는 경제적, 물리적, 그리고 네트워킹 등 3가지 주요 자산(assets)

의 중요성을 강조

‐ 3가지 주요 자산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혁신의 동력을 발생시

키고, 3가지 요소의 교집합을 통해 혁신생태계가 원활히 작동

‐ 지역의 균형 잡힌 자산 구조는 혁신지구 성공의 자산이며, 특정 자산에 

치우치기보다는 조화가 중요

◦ 경제적 자산은 크게 혁신추종자, 혁신육성자, 그리고 근린 어메니티로 구성

‐ 혁신추종자는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가 등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주역들을 의미

‐ 혁신육성자는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코워킹(co-working) 공간, 또

는 학과 같이 혁신추종자들을 육성하는 기관 혹은 조직을 통칭

‐ 근린 어메니티는 술집, 카페, 문화공간 등 혁신추종자와 혁신육성자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놀 수 있는 시설을 의미

◦ 물리적 자산은 공공의 공간과 민간의 공간, 그리고 이들이 공유하는 공간 

등 물리적 인프라 부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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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영역의 물리적 공간은 기업이나 인재가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나 주

거 공간

‐ 공공영역의 물리적 공간은 리빙랩, 문화공간(도서관, 갤러리, 영화관 등), 

디지털-물리적 접속 공간

‐ 공유 공간은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광장 등 주로 공공의 인프라를 가

리키는 용어

◦ 네트워킹 자산은 강한 결속과 약한 결속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결속은 업종 

내에서뿐만 아니라 업종 간에도 발생

‐ 강한 결속은 주로 업종 내 계약이나 이해관계 모임 등을 통한 네트워킹

‐ 약한 결속은 지역 내 업종 간의 비공식적 만남, 이벤트, 회합 등을 통한 

네트워킹

‐ 강한 결속과 약한 결속은 동일 업종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서로 다

른 업종들에서도 발현

자료: Katz and Wagner(2014)에서 정리

[그림 2-1] 혁신지구의 구성 요소

3) 혁신지구 유형화

◦ 미국의 주요 혁신지구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 내 입지특성에 따라 크게 3가

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Katz and Wagner, 2014)

‐ 도시화 된 과학 공원(urbanized science park)은 예전에 도시 외곽에 

형성된 과학 공원이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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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노스캐롤라이나 롤리-더럼 지역에 자리를 잡은 리서치 트라이앵클 

파크가 표적

‐ 앵커 더하기(anchor plus)는 도심 지역에서 앵커 기업이나 기관 주도로 

혁신지구화 과정을 거쳐 등장한 혁신지구를 말하며, 미국 캠브리지 MIT 

인근 켄달 스퀘어, 필라델피아의 유니버시티 시티, 세인트루이스의 코텍

스, 디트로이트의 다운타운과 미드타운이 표적

‐ 새로 기획한 도시지역 혹은 재상상된 도시지역(re-imagined urban 

area)은 수변지역 인근이나 여타 구 산업지역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혁신

지구의 형태를 갖추게 된 사례를 말하며, 미국 시애틀의 사우스 레이크 

유니온, 보스턴 혁신지구가 표적

자료: Katz and Wagner(2014)에서 정리

[그림 2-2] 도시 내 입지특성에 따른 혁신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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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관련 연구동향 및 발전방향

1) 혁신지구 연구 동향

◦ 브루킹스 연구소는 혁신지구 논의에서 개념 정립, 측정, 유형화, 전략 제시 

등에 해 큰 역할을 수행

‐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도시의 경제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발전 전략으로 혁신지구를 제안

‐ 혁신지구 전략을 통해 기존의 도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상업

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특성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가능

◦ 브루킹스 연구소는 Innovation districts Series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이론적 논의를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혁신지구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주의할 점 등에 해서도 환기

‐ 미국에서만 20개의 지역이 혁신지구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

러한 과정에서 브루킹스 연구소는 혁신지구 측정방법론과 구체적인 발전

전략 등도 함께 제시

‐ 경제성장을 위해서 도시 내 학의 중요성을 강조(Andes, 2017)하는 등 

도시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

‐ 혁신지구에서는 비연결성, 데드존(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 

분리 등의 장소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Wagner, 2019)

◦ 혁신지구를 측정하는 자산회계 방법론이 제시되었고 혁신지구화를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

‐ 혁신지구를 평가하는 5개 영역별 지표(혁신자원 집중도, 혁신역량, 다양

성과 포용력, 장소의 질, 리더십)와 세부항목을 공개하고 측정에 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Vey et al, 2018)

‐ 주요 혁신지구 연구자들은 도시의 의사결정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혁신지구화를 위한 12가지 법칙을 제시(Wagner et al, 2017)

◦ 혁신지구 연구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사례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 혁신지구 연구는 주요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전

략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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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z and Wagner(2014)는 미국의 혁신지구 출현을 주요 사례 지역을 

통해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혁신지구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

‐ 그 외에도 피츠버그(Andes et al., 2017), 오클라호마시티(Katz, 2017), 

필라델피아(Andes et al, 2017) 등의 사례연구를 진행

‐ 영국에서는 Hanna(2016)가 혁신지구 자산회계 기법을 적용하여 런던 

내 주요 학, 클러스터, 혁신지구 등을 평가

‐ 국내에서는 김형주 외(2017)가 혁신지구 분석 틀을 활용하여 덕연구

단지를 주 상으로 하여 강남 테헤란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와 비교하면

서 사례의 유형화와 지역의 주요 이슈를 발굴

연구자(연도) 주요 내용

Katz and Wagner
(2014)

- 혁신생태계 측면에서 혁신지구의 개념을 구체화
- 미국 내 주요 혁신지구 사례를 유형화하고 연관 전략을 제시

Hanna
(2016)

- 자산회계(asset audit) 기법을 활용하여 혁신지구 평가
- 런던 내 주요 혁신지구 대상 지역을 유형화 후 맞춤형 전략 제안

Vey et al.
(2018)

- 도시별 혁신지구 평가를 위한 5개 영역별 지표를 설정하고 분석
- 혁신지구 분석을 위한 새로운 자산회계 분석 제안

[표 2-1] 자산회계 관련 혁신지구 관련 주요 연구 요약

자료: Hanna(2016)

[그림 2-3] 자산회계 기법을 통한 런던의 대학, 클러스터, 혁신지구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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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도시재생의 도구로서 혁신지구 개념을 활용

‐ 국내에서는 혁신지구를 도시형 혁신공간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

으며, 혁신지구의 출현을 계기로 장소기반 혁신정책의 새로운 관점을 제

공(정미애·김형주, 2017)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주거·상업·문화·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내(2019년)에 3곳의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

2) 혁신지구 논의의 발전방향

◦ 국내 주요 도시 내 산업거점의 혁신지구 잠재력을 검토하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

‐ 국내에서는 김형주 외(2017)를 제외하면 도시 내 산업거점에 한 평가

는 없는 실정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맞물려 전국의 주요 도시 내 산업거

점을 중심으로 혁신지구화 논의가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

‐ 각 지역의 도시 내 산업거점에 한 혁신지구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후속

작업을 통해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혁신지구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 주요 앵커 중심의 개발과 재생사업에서 지역 내 거버넌스 기능 정립을 통한 

혁신지구 발전방향 수립

‐ 도시 내 산업거점의 앵커기관과 기관 주도로 성장하는 혁신지구 모형에

서 거버넌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 전략을 수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의 역할

을 중요한 요소로 언급

◦ 특히 서울은 국내에서 혁신지구 발전전략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

적 특성을 가진 곳

‐ 서울은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 자본,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이 잘 조직되어 있으며 어메니티가 풍부한 지역

‐ 서울은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민선7기 청사진 서울시정 4개년

(2019년~2022년) 계획’에서 융합 신성장거점을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육성할 의지를 표명

‐ 혁신지구화 전략에서 정책의사결정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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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업거점의 육성 의지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혁신지구화 전략을 추진

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서울시 6  산업거점에 한 현황을 분석하고 혁신지구화 전략을 구체화

‐ G밸리, DMC, 마곡, 홍릉, 양재, 마포 등 각 산업거점들은 각기 다른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요소의 발전단계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

‐ 혁신지구 연구의 틀을 활용하여 각 지역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면 추후 각 산업거점에 한 구체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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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외 혁신지구 발전사례와 시사점

1_바르셀로나 22아로바(22@)

2_뉴욕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3_뉴욕 루즈벨트 아일랜드

4_캠브리지 켄달 스퀘어

5_보스턴 혁신지구

6_런던 테크시티

7_해외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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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해외 혁신지구 발전사례와 시사점

◦ 혁신지구의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서울시 산업거

점 발전전략 수립에 참고

‐ 세계 주요 도시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혁신지구 발전전략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 미국에서만 20여 개 이상이 혁신지구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

내에서도 혁신지구 전략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

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

◦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 혁신지구 해외사례 중에 서울시 혁신지구 관련 시사

점이 큰 6개 사례를 사전 선별

‐ 도시중심지를 재편하여 융합기술 혁신지구를 조성한 바르셀로나의 22@

와 런던의 테크시티

‐ 구 산업단지를 신기술단지로 바꾸어 가고 있는 뉴욕의 브루클린 테크 트

라이앵글 지역과 구 산업단지에 워터프론트 개발을 접목하여 변신한 보

스턴의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

‐ 학의 역할에 주목하여 학 주도 혁신지구를 개발해 온 캠브리지의 켄

달 스퀘어와 도시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과 학을 더한 뉴욕의 루

스벨트 아일랜드

◦ 각각의 특성이 있는 이들 6개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혁신지구 발전전략 

수립에 한 시사점을 발굴

‐ 바르셀로나 22@는 세계 최초의 혁신지구이며,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개

발사업과 함께 거버넌스 구성이 이루어진 곳

‐ 뉴욕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은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세 지역의 강

점을 살리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각 지역의 거버넌스 조직의 협력을 

통하여 혁신생태계를 구축해나가는 지역

‐ 루즈벨트 아일랜드는 뉴욕이라는 도시 차원에서 상 적으로 부족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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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완하고 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혁신생태계를 구축한 사례

‐ 켄달 스퀘어는 캠브리지에 위치한 앵커기관인 메사추세츠공 (MIT)가 

주도한 혁신지구 조성 사례로 민간이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

‐ 보스턴 혁신지구는 정책의사결정자의 의지와 도시개발계획이 어우러져 

혁신생태계가 구축되고 산업 수요가 충족된 지역

‐ 테크시티는 새로운 신산업분야인 핀테크산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런

던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발생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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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바르셀로나 22아로바(22@)

1) 위치

◦ 바르셀로나 남동쪽에 위치한 포블레노우(Poblenou) 지역 일

‐ Sant Martí 구역에 속하며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바르셀로나 

도심과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 지역

‐ 과거에는 도심지역과 포블레노우 지역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 서로 

별개의 지역으로 인식

자료: Barcelona City Council

[그림 3-1] 바르셀로나 22@ 지역 

2) 연혁

◦ 섬유방직산업 중심지였으나 1960년  이후 점차 쇠퇴하여 슬럼화 진행

‐ 1960년 를 전후로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은 점차 쇠락해갔

으며,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 슬럼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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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전까지는 버려진 땅

◦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적인 도시정비를 통하여 점차 비즈니스의 중

심지로 거듭나기 시작

‐ 도심 관통 각선 도로와 항만을 정비하였고, 주요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등 적인 개발 사업을 수행

‐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개발가능성을 발견한 후 논의를 거듭한 끝

에 최종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승인

◦ 현재는 22@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의 주요 혁신지구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탈바꿈

‐ 22@ 프로젝트는 2000년 경제호황기에 시작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주도

하는 리더십의 결과로 시작

‐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언론과 미디어에 꾸준히 소개

자료: 22@ 홈페이지(www.22barcelona.com)

[그림 3-2] 바르셀로나 22@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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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 프로젝트 주요 내용

◦ 22@ 프로젝트는 적인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로 계획에는 규모의 기

반시설 확충과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

‐ 22@ 바르셀로나는 198.26헥타르(19,826,000㎡), 토지 1,159,626㎡, 

115개 블록을 포함

‐ 총 개발 연면적은 4,000,000㎡로 각각 생산 활동 3,200,000㎡, 주거·시

설·서비스 800,000㎡의 규모로 진행

‐ 녹지 공간은 114,000㎡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시설은 145,000㎡ 증가

‐ 인프라 투자에는 1억 8천만 유로(약 2,300억 원) 소요

‐ 기존 4,614개의 주택 이외에 4,000개의 신규 주택이 계획되었으며, 이 

중 25%는 임 주택

‐ 도로, 중교통망 정비, 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거, 문화 등 

도시환경 개선

‐ 미디어, ICT, 에너지, 메드테크, 디자인을 선정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

고 협력체계 구축 환경 조성

 

4) 주요 조직

◦ The 22 ARROBA BCN은 바르셀로나 22@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유지시

켜주는 조직으로 지방정부의 주도로 설립

‐ 시의회에서 22@ Barcelona project를 부흥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22@ 지구의 전반적인 관리, 촉진, 재건을 

위한 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

‐ 프로젝트의 가장 전략적인 부분에 한 책임을 지닌 기관이며, 처음에는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관리했지만 2011년에는 도시 개발만으로 업무 

영역을 축소

5) 거버넌스

◦ 트리플 힐릭스(Triple Helix)모델을 따른 지역 거버넌스 구조를 쿼드러플 

힐릭스 모델로 발전

‐ 산업계, 학계, (지방)정부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트리플 힐릭스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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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

‐ 현재는 거버넌스에 시민권을 포함한 쿼드러플 힐릭스 모델로 지역 거버

넌스 구조를 고안할 예정 

◦ 22@ 지역의 거버넌스 조직은 the Barcelona Institute of Technology

‐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협회의 창설을 권장하여 만들어진 거버넌스

‐ 도시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응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도시 및 기

술적 측면에서 바르셀로나의 도시 혁신을 촉진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22@ 위원회의 조정을 담당

산업분야  Media   ICT Design Energy Bio-tech

협회명
Barcelona

Media
Cluster(AIE)

Barcelona
Digital ICT
Cluster(AIE)

Barcelona   
Design 
Centre

Fundació
b_TEC

Biocat

유형
(설립연도)

Non-profit
(2002)

Non-profit
(2008)

Non-profit
(1973)

Non-profit
(2006)

Non-profit
(2006)

[표 3-1] 22@ 혁신지구의 주요 협회

6) 주요성과

◦ 22@ 혁신지구는 기업이 증가하였고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진 사실이 수치로 입증

‐ 혁신지구 소재 기업 수는 2000년 3,437개에서 2015년 8,823개로 연평

균 545개 증가

‐ 증가한 사업체의 47.3%는 새롭게 만들어진 창업기업이며, 약 30%가 지

식 및 기술집약적인 활동에 참여

‐ 혁신지구 내에는 2015년 기준 근로자 수는 93,000명이며, 2,914명의 

프리랜서 직원이 근무

‐ 수출기업의 해외 판매량이 평균 38% 증가

‐ 혁신지구 내 기업의 향후 경제상황의 발전에 한 긍정적인 평가는 

2010년 53%에서 2015년 72%로 증가



24

03

주
요
 해
외
 혁
신
지
구
 발
전
사
례
와
 시
사
점

2_뉴욕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1) 위치

◦ 미국 뉴욕 맨해튼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 주요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며 브루클린 다리와 맨해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등 교통 인프라가 풍부

‐ 최근에는 맨해튼, 루즈벨트 아일랜드, 퀸즈를 연결하는 페리 노선을 신

설하는 등 수상교통 접근성도 개선

자료: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홈페이지(http://brooklyntechtriangle.com)

[그림 3-3]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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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특성

◦ 브루클린 일 는 과거 우범지역으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뉴욕의 떠오르는 

기술융합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되고 있는 중

‐ 브루클린은 맨해튼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우범지역으로 유

명하였기 때문에 상 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격이 특징

‐ 현재는 IT, 엔터테인먼트, 예술 등의 중심 허브로 거듭나는 중이며, 

2018년 10월에는 뉴욕주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에 선정되어 1,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수령

◦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은 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각자 

차별화된 특징을 보유

‐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과거 해군기지와 조선소로 이용되었으며 중교

통의 접근성은 상 적으로 열악하지만 넓은 부지를 보유

‐ 덤보(DUMBO) 지역은 맨해튼 다리와 브루클린 다리 밑의 지역으로 맨

해튼과 인접하고 도보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수변 공간은 여가를 즐

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

‐ 브루클린 다운타운은 브루클린 자치구(borough)의 중심지로 시가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지역이며 약 10여 년 전부터 고층건물들이 집중적

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스카이라인을 형성

자료: Brooklyn Tech Triangle 보고서(2015)

[그림 3-4]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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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의 세 지역의 산업별 입지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

‐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넓은 부지와 과거 창고로 쓰인 건물을 활용하여 

비교적 넓은 공간과 장비가 필요한 산업분야 입지

‐ 덤보 지역은 맨해튼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 문화생활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입지

‐ 다운타운 브루클린은 기존 시가지의 이점을 살려서 IT, 핀테크, 하이테

크 관련 기업 등이 주로 입지

3) 관리조직

◦ The Brooklyn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개발공사; BNYDC)는 네이비야드를 관리하는 기관

‐ 뉴욕경제개발공사 산하의 비영리 기관으로서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의 개

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관

‐ 뉴욕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관리하고, 현  

산업 부문과 기업을 정착시켜 경제적 기회와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결

‐ 새로운 건물과 인프라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 중

◦ Downtown Brooklyn Partnership은 브루클린 다운타운을 표하는 비

영리 지역개발 기업

‐ 다른 3개의 BID1)(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와 협업하여 브루

클린 일 의 1백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공 공간을 관리하고 다양한 사

업을 진행

‐ 새로운 투자유치와 환경개선 사업, 커뮤니티를 위한 인프라 개발 촉진, 

지역 내 문화유산에 한 지원과 홍보, 시민사회 참여 장려 등을 수행

◦ The DUMBO Improvement District는 DUMBO 지역 내 삶의 질을 높

이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

‐ DUMBO의 사업체, 비영리단체, 문화단체, 부동산 소유주 및 거주자들

을 표하여 지역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지역 사

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

1) BID는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의 약자로 도시재생수법 중 하나이며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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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BO BID는 무료 와이파이, 거리 미화, 인근 지역 계획과 지지, 공

공 공간 관리, 공공미술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4) 주요 지원 사항

◦ 뉴욕시는 뉴욕개발공사 산하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개발공사에 네이비야

드 부지를 무상임

‐ 뉴욕시 정부는 과거 해군기지 부지인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2069년까

지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개발공사에 무상으로 임

‐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개발공사는 네이비야드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임

료를 받아서 시설을 운영

◦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에서는 제조업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건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간을 마련

‐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의 입주환경 개선을 위한 빌딩77 건설 사업에 브루

클린 네이비야드 개발공사가 투자

‐ 다운타운 브루클린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임 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첨

단문화산업 집적공간으로 육성

‐ 뉴욕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공장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산업 간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

‐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건물과 인프라 개선,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통하여 

브루클린을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

‐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업체들이 주변 지역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슈타이너 스튜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관련 

산업이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에 집적하는 추세

◦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일 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 내 연결성 강화

‐ 뉴욕시와 뉴욕지하철공사의 투자로 13개의 지하철 노선과 15개의 버스

를 비롯하여 무료셔틀버스도 운영

‐ 지역 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건물 개발과 연계하여 주차공간

을 확보하고 있으며, 페리 노선도 신설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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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성과

◦ 산업수요에 발맞춰 상업공간이 확충되고 오피스도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지역 내 학도 수요에 발맞춰 규모를 확장

‐ DUMBO와 네이비야드 사이에 상 적으로 규모의 상업공간을 건설 

중이며 2019년 여름에 완공할 예정

‐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 상 적으로 부족한 오피스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서 Dock 72를 건설하였으며, 해당 건물에는 WeWork를 비롯하여 테

크, 미디어, 디자인 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입주할 예정

‐ 브루클린 시내에 있는 뉴욕 학교 탠던스쿨 공학 학과 뉴욕시립 학교 

기술 학이 공간을 확장

[그림 3-5] 오피스 공간 확보를 위해 건설 중인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의 Dock 72

◦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지역의 사업체 수와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였으

며 경제적 효과도 두드러진 것으로 판명

‐ 혁신 관련 사업체 수가 2015년 1,350개로 3년 전보다 22% 증가하였으

며,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11,967명에서 17,302명으로 45% 증가

‐ 향후 2020년에는 고용인원은 36,072명, 총 경제적 효과는 107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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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설이 계속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낮아지는 등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

‐ 2015년 3분기 기준 뉴욕의 지역별 공실률은 Lower 맨해튼 9.3%, 

Midtown 7.6%, Midtown South 4.7%에 비해 브루클린 다운타운은 

3.2%에 불과

‐ 테크산업 시설과 공간의 연면적이 195만㎡에서 197만㎡로 1.2% 증가

‐ 공간의 연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2011년 3분기 기

준 5.8%에서 2015년 3분기 기준 3.2%로 2.6%p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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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뉴욕 루즈벨트 아일랜드

1) 위치

◦ 뉴욕의 맨해튼과 퀸즈 사이인 이스트리버에 위치하며 뉴욕 도심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게 연결

‐ 행정구역상으로는 뉴욕의 맨해튼 자치구(borough)에 해당하는 지역으

로 지하철 F라인이 정차

‐ 루즈벨트 아일랜드에서 맨해튼은 트램, 퀸즈는 다리(bridge)로 연결

자료: 코넬 테크 홈페이지(https://tech.cornell.edu)

[그림 3-6] 코넬 테크 캠퍼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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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 뉴욕시는 최고 수준의 응용과학 공학 캠퍼스 설립을 통해 경제발전 시도

‐ 도심에 산업입지를 조성하고 유수의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여 뉴욕시 경

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 시작

‐ 공과 학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최고의 기술혁신 허브’를 뉴욕에 구축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 당시 뉴욕시장인 블룸버그는 본격적으로 뉴욕의 공과 학 설립 프로젝트를 

시작

‐ 2010년 블룸버그 시장이 공과  설립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며, 2013

년 새로운 캠퍼스 건립이 뉴욕을 기술혁신허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핵

심부분이라고 언급

◦ 코넬 학교와 테크니온 이스라엘 공 는 파트너십을 통해 코넬테크 설립

‐ 스탠퍼드, MIT 등 18개의 유명 공 가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코넬 학교가 선정

‐ 코넬 학교는 학생, 교수진, 비즈니스 리더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계형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수립

◦ 2017년 9월 미디어, 헬스케어 및 환경·에너지 분야 중심의 Tech Campus

를 1차로 조성하여 학원 학위과정 개설

‐ 현재 300명 규모의 학원을 오픈하였으며, 2개의 연구 건물과 1개의 

주거 건물을 완성하였고 추후 추가적인 연구 빌딩과 호텔이 들어설 예정

3) 공공 지원

◦ 코넬 학교 공학캠퍼스 설립을 위해 뉴욕시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임 하

고 프로젝트 개발 권리를 이양

‐ 뉴욕시 토지개발공사(NYCLDC)의 뉴욕시 소유 재산 양도

‐ 뉴욕시 보건병원협회(NYCHHC)가 뉴욕시와 운영 협약 개정을 통해 프

로젝트 현장의 일부에 한 권리 이양

◦ 토지 무상 임  외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용도구역을 조정하는 등 코넬테크 

캠퍼스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

‐ 뉴욕시 Charter 384조(b)(4)항에 따른 구획의 임 와 판매에 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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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

‐ 뉴욕시는 Roosevelt Island를 관리하는 기구인 뉴욕시 산하 Roosevelt 

Island Operating Corporation2)과 코넬테크 부지의 임  계약 조정

‐ 남부 루즈벨트 아일랜드 지구의 관리를 위한 용도구역 개정

4) 개발 내용

◦ 코넬 학교의 공학 학원 캠퍼스를 짓는 사업으로 총 개발 규모는 213만 

평방피트(197,883㎡)이며, 공적자금과 기부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

‐ 학업 공간, 기업 공간, 기타 지원시설, 주거 공간, 주차장 등을 아우르는 

개발을 진행

‐ 전직 뉴욕시장인 블룸버그, 테크산업 활성화를 기 하는 자선단체, 퀄컴 

창립자인 제이콥스 부부 등이 자금을 지원

◦ 산학연계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와 함께 네트워크 조성을 위

해 기업입주 공간도 함께 마련

‐ 코워킹스페이스, 인큐베이터 등 창업지원시설 공급

‐ 응용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을 집적시키고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산학연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배치

◦ 현재 총 3개의 건물이 완성되었으며, 건물들은 구성원들에게 혁신이 일어

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설계

‐ Tata Innovation Center는 캠퍼스에서 가장 큰 건물로 스타트업, 기

업, 학술연구팀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산학협동의 산실이며, 시티그룹, 

헤지펀드 투시그마, 초콜릿회사 페라로 등이 입주를 확정

‐ Emma and Georgina Bloomberg Center는 코넬테크의 지식허브로 

캠퍼스의 지식이 연결되는 중심지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컴퓨터과

학 등 5개의 연구소와 관련 석사학위 과정이 운영되는 건물

‐ The House at Cornell Tech는 학생, 교수, 교직원을 위한 26층 규모

의 거주시설이며, 패시브하우스3) 기준에 맞춘 세계 최초의 주거용 고층 

건물

2) 루즈벨트 아일랜드의 계획, 설계, 개발, 운영을 담당하는 공익법인으로 1984년에 뉴욕주정부에 의해 창립
(https://rioc.ny.gov/).

3) 버려지는 에너지가 철저하게 회수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일반 건물보다 60~70% 적은 에너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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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면 약 2,000명의 학생과 수백 명의 교수와 교직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1단계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총 2백만 평방피트에 이를 때까지 캠퍼스

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

‐ 현재 완성된 건물 외에도 호텔과 컨퍼런스 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추

가적으로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

 

자료: 코넬 테크 홈페이지(https://tech.cornell.edu)

[그림 3-7] 코넬 테크 캠퍼스 전경

5) 주요 성과

◦ 코넬 학교가 테크니온 이스라엘 공 와 협력하여 공학캠퍼스를 설립한 후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기업의 입주를 유도

‐ 석사학위, 박사학위, 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5개 연구소와 스타트업, 기업, 학술팀 등도 입주

◦ 디지털 시 를 위해 세워진 캠퍼스로 기업과 연계를 통한 혁신을 유도

‐ 학계와 산업이 함께하여 선도적인 리더들과 혁신적인 연구, 상품, 기업, 

소셜벤처 등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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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기업과 연계해 혁신을 촉진하는 곳이 되었으며 학계와 기업의 네트

워크가 조성

◦ 300명 규모의 학원 과정이 개설되고 자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 신생벤

처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기술창업의 허브로 발돋움

‐ 2014년부터 41개 이상의 스타트업 설립, 173명 이상의 직원 고용, 

3,200만 달러의 자금 조달

‐ 18건 이상의 특허 출원 및 잠정 특허, 1,950만 달러 이상 엔젤 및 벤처 

자금 모집

‐ 사업 결과로 창업된 기업들의 93% 이상이 뉴욕 시내에 정착하는 등 뉴

욕시의 기술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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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캠브리지 켄달 스퀘어

1) 위치

◦ 캠브리지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 학(MIT)과 하버드 학

교가 있는 보스턴의 위성도시

‐ 생활권역으로는 범 보스턴에 속하는 지역으로 보스턴과는 찰스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도시

‐ 지하철 red line은 캠브리지를 관통하며 하버드, 시내, MIT를 지나서 

보스턴 시내와 연결

◦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는 MIT를 비롯하여 Kendall역 부근과 그 주

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 Kendall역을 통해 켄달 스퀘어로 접근이 가능하며, 찰스강을 가로지르

는 다리를 이용해 보스턴 시내와 직접 연결

자료: Katz(2014)

[그림 3-8] 캠브리지 켄달 스퀘어 일대 혁신지구 현황

2) 연혁

◦ MIT는 1861년 설립 이래로 산학 파트너십과 아이디어 상용화를 중시하는 

학풍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

‐ 학생들의 아이디어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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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

◦ 1950년 부터 MIT는 학 소유의 토지에 혁신적인 민간기업을 입주시키

기 시작

‐ 이러한 전략은 주변 지역의 입지적 이점과 결합하여 생명과학과 제약산

업 클러스터 성장을 촉진

◦ 1999년 Cambridge Innovation Center(CIC)가 설립되어 기업과 스타트

업의 거점으로 역할

‐ MIT 소유의 건물에서 설립된 CIC는 창업지원기관으로 인큐베이터와 액

셀러레이터 역할을 담당

◦ 이 후 수십 년 동안 생명과학과 제약회사가 집중하였으며, 새로운 주택 건

설과 어메니티가 공급

‐ 주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인재가 공급되었으며, CIC의 역할이 어우러져 

켄달 스퀘어 일 는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

‐ 주거지뿐만 아니라 식당과 소매점 등의 어메니티가 계속 만들어져서 놀

기 좋은 곳으로 변모

3) 주요 특징

◦ 앵커더하기(anchor plus) 모델의 표적인 지역으로 오늘날 혁신지구의 상

징이 되는 지역이며, MIT와 주변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

‐ MIT가 켄달 스퀘어의 앵커 역할을 하여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등 혁신지

구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

‐ MIT뿐만 아니라 하버드 학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기타 연구기관과 

의료기관 등이 켄달 스퀘어와 연계

◦ 켄달 스퀘어의 혁신지구화 전략에서 공공의 역할보다는 MIT와 Cambridge 

Innovation Center 역할이 중요

‐ 공공의 역할보다는 학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혁신

지구의 표적인 사례

‐ MIT가 주도하여 캠브리지의 공동체를 포함하는 지역발전 계획인 

Kendall Square Initiative를 수립

‐ MIT가 제공한 건물에서 설립된 Cambridge Innovation Center(CIC)

는 학과 민간부문 간 상호작용의 좋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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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의 입지를 바탕으로 생명공학과 제약분야의 산업 클

러스터를 형성

‐ MIT, 하버드  등 세계 유수의 학들과 하버드의 병원, 터프츠의 병

원 등 의료기관이 입지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계속 공급

◦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업도 입지

‐ 150개가 넘는 바이오테크, IT 기술, 청정에너지 회사가 입지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암젠, 바이오젠, 노바티스 등의 사무실 입지

4) 주요기관 및 건물

◦ 켄달센터(Kendall Center)는 켄달 스퀘어 중심에 위치하며 세계적인 기업

들과 다양한 어메니티들이 입주

‐ 켄달센터는 Boston Properties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물로 270

만 평방피트(약 25만㎡) 규모이며 사무실과 연구실을 비롯하여 식당과 

호텔 등의 공간들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

‐ 구글, 아카마이, MIT, 노바티스, 브로드 인스티튜트, 바이오젠, 마이크로

소프트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 및 기술 관련 기관들이 입주

‐ 입주자들에게는 다양한 입주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

도록 도움

[그림 3-9] 켄달 스퀘어에 위치한 켄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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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C는 켄달 스퀘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업관련 기관

‐ 1999년에 설립되어 MIT 소유의 건물에 위치하여 신생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

‐ 학과 민간 기업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공동 작업이 진행되는 거

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신 개념의 코워킹 시스템을 발전

‐ CIC의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시드 머니와 후속 투자를 유치

5) Kendall Square Initiative

◦ MIT는 켄달 스퀘어에 새로운 활기와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제안을 추진

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 주택, 연구실, 소매점, 혁신공간, 열린공간(open space) 등을 조합하여 

용도의 역동적인 혼합을 유지

‐ 5개의 MIT 소유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여 켄달 스퀘어에 혁신적인 회사

를 유치하고 협력을 강화

◦ MIT는 Kendall Square Initiative를 통해 학 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켄달 스퀘어의 발전을 추구

‐ East Campus Steering Committee는 프로젝트 관리팀에 정보와 안내

를 제공하고 MIT 교수진, MIT 커뮤니티, 캠브리지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

‐ East Campus/MIT Gateway Project Management Team는 프로젝

트팀과 사용자 그룹의 사업을 조정

‐ Committee on Campus Planning는 캠퍼스 계획에 한 MIT의 자문

기관으로 캠퍼스 환경을 위한 교수진의 요구를 이해하고 캠퍼스와 주변 

환경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 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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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보스턴 혁신지구

1) 위치

◦ 보스턴의 남부 수변 지역으로 시내 중심부와 공항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

치에 있으나 지하철 노선은 없는 지역

‐ 위치적 이점으로 인해 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교통 접근성이 이전보다 

개선된 지역

‐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은 없으며, 상 적으로 열악한 중교

통은 간선급행체계인 실버라인을 도입하여 보완

자료: Cohen(2015)

[그림 3-10] 보스턴 혁신지구의 위치

2) 연혁

◦ 보스턴 사우스 워터프론트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혁신지구 일 는 

과거 고립된 지역

‐ 1955년까지 철도기지와 제조업 본거지로 사용

‐ 교통 인프라 개발로 인해 고립된 지역이었으며, 도보로는 접근이 쉽지 

않았던 지역

◦ 점차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

‐ 1995년부터 고속도로를 공항으로 확장하고 터널을 개통하여 혁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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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의 개발 기회를 창출

‐ 2004년에는 실버라인 노선을 확장시켜 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되었으

며, 보스턴 컨벤션센터가 개장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잠시 개발 속도가 느려졌으나 점차 현재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

‐ 2010년의 혁신지구 경관은 새로운 빌딩과 빈 사무실, 비어있는 공장, 고

급 아파트와 콘도, 예술가 스튜디오, 최신 유행의 바, 광 한 주차장 등

이 혼재

◦ 2010년 당시 보스턴 시장인 Tom Menino가 보스턴 남부 워터프론트 지

역을 혁신지구로 명명하여 개발

‐ 바르셀로나 22@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보스턴 남부 워터프론트 지역

을 일-생활-여가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

‐ 보스턴 시 정부는 보스턴 남부 수변 지역에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Fort 

point, Seaport, Port, Convention center, 100-Acres 등 다섯 개의 

하위 구역을 포함하는 약 4,000,000㎡ 규모를 개발

[그림 3-11] 모형으로 표현한 보스턴 혁신지구 일대

3) 주요 특징

◦ 혁신지구로의 명명 이전부터 위치상 이점과 개발 잠재력으로 인해 도시계

획과 함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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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 차원에서 새로운 공간에 한 수요가 계속 요청되었으며 이에 따

라 보스턴 남부 워터프론트를 본격적으로 개발

‐ 도시계획의 물리적 개발단계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혁신지구

화 전략을 시행

◦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도심 안에서 거주하면서 시제품 생산

‐ 최근에는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환경개선의 효과로 임 료 상승의 압박

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생활-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재생 

표 모델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

◦ 기존 빌딩을 리모델링해 IT,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액셀러

레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새로운 건물의 건설뿐만 아니라 과거 수변 공간의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 정부가 주도하고 다양한 부문이 협력하는 경제개발 접근법의 중요한 사례

‐ 짧은 기간 동안 제품을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

는 것을 반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린(Lean)스타트업 원칙으로 개발계

획을 접근

4) 주요 기관 및 건물

◦ Mass Challenge는 세계 최  비영리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이며, Mass 

Challenge의 이동은 혁신지구의 전환점

‐ Menino 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협의를 통해 Mass Challenge를 위

한 무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할 것을 권유

‐ Mass Challenge는 캠브리지의 CIC에서 좁은 공간을 쓰고 있었으며, 

이전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였던 상황과 맞아떨어져 혁신지구로 이동

‐ Mass Challenge는 110개 회사와 200명이 넘는 멘토가 있으며, 혁신지

구로 이동한 첫 해에 수천 명이 참가하는 100건이 넘는 이벤트를 주최

◦ District Hall은 보스턴의 첫 번째 공공 혁신센터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

십으로 이루어진 혁신공간

‐ CIC의 자매단체인 비영리기관인 Venture Café Foundation에서 행사

와 프로그램을 운영

‐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공간을 임 해주며 562개의 이벤트를 주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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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2만 번 이상의 미팅이 이루어지고 2만5천 명이 회의공간을 사용

‐ 정부, 기업, 비영리분야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

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District Hall은 지속적으로 발전

[그림 3-12] 공공혁신센터인 District Hall과 그 주변지역 전경

◦ The Innovation and Design Building은 보스턴의 스마트 비즈니스 워

크가 이루어지는 140만 제곱피트(약 130만㎡) 규모의 8층 건물

‐ 과거 군 의 물류창고로 이용되었던 건물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물

‐ 보스턴 디자인센터, Mass Challenge, Reebok의 헤드쿼터 등이 입주하

고 있는 건물로 혁신지구 동부의 앵커시설 역할을 담당

‐ 건축, 창조적인 서비스 스튜디오, 기술창업, 연구개발, 기술 스타트업 등

의 기업이 혼합되어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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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Innovation and Design Building 전경

5) 주요 성과

◦ 혁신지구를 통해 기업 설립과 함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로 인한 세수 

증가가 기

‐ 2010년 이래로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설립되었으며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 2002년~2010년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2.1%에 불과하였으나 혁신지

구 계획이 본격화된 이후인 2011년~2014년에는 9.0%로 상승

‐ 추후 혁신지구를 통해 3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고 연 6,7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

◦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지원 서비스들도 혁신지구에 집적

‐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창업을 하고 기술기업들이 이전하는 등 혁신지

구 내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법

률, 디자인, 광고,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등의 인프라도 혁신지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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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런던 테크시티

1) 위치

◦ 런던의 중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일명 Silicon Roundabout이라고 불리

는 지역으로 편의시설과 교통이 편리

‐ 쇼디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동부런던, 올드 스트리트, 올림픽파크

에 이르는 지역의 기술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 올림픽 공원 주변의 편의시설과 가까우며, 지하철역과 공항 접근성이 뛰

어난 지역

[그림 3-14] 테크시티 전경

2) 연혁

◦ 2008년경에 이미 100여개의 기술기업들이 런던에 자생적으로 성장

‐ Doppir, Tinker. it, TweetDeck, Trampoline Systems, AMEE, 

Livemusic, WAYN 등의 기업이 해당 지역에 입지

◦ 2010년 11월에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런던 동부에 기술혁신 도시

를 건설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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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은 올드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클러

스터 구축 지원, 규모 외국자본 유치, 첨단기술 중심의 기업 활동을 런

던 동부 올림픽파크 지역으로 확  등

◦ 구글의 런던 캠퍼스 설립으로 테크시티 성장 가속화

‐ 2011년 올드 스트리트 인근에 빌딩을 매입하여 공동연구, 워크숍, 제품

시연장과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

◦ 2011년 4월 테크시티 투자기구 설치가 설치되고 추후 Tech Nation으로 

발전하여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 현재 Tech Nation은 영국 전역의 기술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공공부문

의 비영리단체

3) 관리조직: Tech Nation

◦ 처음에는 런던의 테크시티 지원을 위해 출범하였으나 향후 공간적 지원 범

위를 영국 전역으로 확

‐ 2011년 당시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런던 동부의 기술 클러스터를 지

원하기 위해 시작한 쇼디치에서 시작

‐ 영국의 다른 지역을 포괄하여 현재 영국 내 모든 기술 클러스터로 영향

력을 확

◦ 영국 내 기술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지원 기구이며 ICT 기업과 창업가들

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영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

‐ 성장 지원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 기술과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영국 

내 기술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구축

‐ 첨단 기술 기업가들이 지식과 연계를 통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차세  영국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모든 성장단계의 기업들과 런던 및 영

국 모든 도시의 ICT 기업 성장 지원

‐ 창업단계별 지원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맞춤형 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 도약 단계의 기업을 위한 지원, Future Fifty와 같은 후기 단계의 지원 

등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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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며, 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 정부부처인 문화매체체육부에서 영국 기술전략위원회를 통해 자금 조달

‐ 2015~2016년에는 220만 파운드 규모의 재원으로 다양한 기업지원프로

그램을 운영 

자료: 테크네이션 홈페이지(https://technation.io/)

[그림 3-15] 테크네이션의 성과를 담은 2019년 리포트

4) 주요 지원 내용

◦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창업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지원 정책을 마련

‐ 창업기업에 해 정부 조달시장을 개방

‐ 엔젤투자에 한 세금 감면과 투자금 회수가 원활할 수 있도록 기술기업

의 주식시장 상장요건 완화 등

‐ 창조적인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

‐ 영국 무역투자청에서 기술기업에 한 1,500만 파운드 규모의 창업 및 

마케팅 자금 지원

◦ 참신한 아이디어와 투자금을 확보한 창업기업인에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 Tech Nation 비자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가 영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 프로그램

‐ Startup 비자와 Innovator 비자는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을 위한 비자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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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성과

◦ 과거 런던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였다면 테크시티 전략으로 인해 오늘날에

는 디지털 창업도시로 탈바꿈

‐ 런던은 2016년 유럽 디지털도시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자본접

근성, 기업문화, 지식의 확산, 시장, 멘토링과 경영지원, 물리적 인프라, 

기술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

◦ 영국은 지속적인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핀테크 분야의 투자는 

전체 투자의 큰 비중을 차지

‐ 영국의 고성장 디지털 기업의 투자가 50억 파운드를 밑돌던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61% 증가

‐ 영국이 강점을 가진 핀테크 분야에서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약 

45억 파운드를 투자

‐ 런던은 2015년~2018년에 90억 파운드의 고성장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받아 영국 내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도시이며, 영국 기술투자의 약 

36%를 차지하고 투자금액은 106% 증가

◦ 기술기반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기존의 기업들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새로

운 일자리가 창출

‐ 영국의 기술기반 기업들의 창업은 2010년 이후 5년 동안 45,000개에 

이를 정도

‐ 런던 소재의 스케일업 기업은 56%를 넘어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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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_해외사례 시사점

1) 도심이랑 가깝다는 기존의 위치적 강점을 충분히 활용

◦ 낙후지역 또는 미개발 토지의 전면적인 개발을 통해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

고 혁신지구화 전략을 수행

‐ 혁신지구는 기존 시가지와 가까운 곳에 있으며, 상 적으로 싼 지가와 

넓은 유휴면적 등으로 인해 개발이 상 적으로 유리

‐ 전통적인 도시 내 제조업 밀집지역은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

공동화로 인해 슬럼화가 진행되어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

◦ 혁신지구는 도시라는 공간의 이점을 살린 재개발 방식이 동원되었으며, 첨

단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

‐ 각 도시의 혁신지구는 상 적으로 도심과 가까우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공통점을 지닌 지역이며, 인근에 교육기관, 병원, 연구시설 등이 위치

‐ 다양한 어메니티가 갖춰져 있으며, 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상 적으로 젊은 인재의 유치가 상 적으로 수월

‐ 도시 자체의 매력을 활용하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낙후지역에 첨단산업

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2) 기술융합은 혁신지구뿐만 아니라 도시 스케일에서 발생

◦ 혁신지구의 전략산업은 도시 스케일에서 장점을 극 화하거나 취약한 부분

을 보완하는 방향성을 고려하여 선정

‐ 충분한 수요를 기반으로 각 도시가 강점을 지닌 산업분야를 혁신지구 전

략을 통해서 발전

‐ 각 도시의 상 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혁신지구화 전략을 이용

하여 보완

◦ 기술융합은 주변 시설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간 협업을 통해 혁신지구 내에

서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발현

‐ 기존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지구 내 

주요 주체들은 주변의 연구소와 공장 등과도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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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간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협업을 통해 기술융합이 이루어져 혁

신지구가 발전하는 과정

3) 정책 의사결정자들의 강한 의지는 큰 힘

◦ 정책 의사결정자의 의지는 혁신지구 개발에 가장 큰 원동력

‐ 혁신지구 개발에서 도시나 정부 등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민간을 적극적

으로 참여시키는 사례가 다수

◦ 정책 의사결정자가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기관에서 조각을 맞춰나가는 형

태의 개발이 다수

‐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없었다면 규모 개발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전망

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도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

‐ 정책결정자들의 마스터플랜 제시에 따라 혁신의 기반이 조성되고 전략산

업이 선정되는 등 혁신지구화 전략에 큰 도움

4) 혁신지구에서의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제도 존재

◦ 민간개발 프로젝트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서 개발이익을 지역 혁신역

량 향상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전략을 채택  

‐ 혁신지구 다수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

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공공 및 지역 커

뮤니티와 협력하며 지역의 혁신성을 높이는 프로젝트에 투자

‐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 유치,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혁신 프로젝트 투자 등 다양한 기법을 병행 

5) 공공과 민간의 시너지가 혁신지구 발전의 원동력

◦ 민간부문은 혁신지구의 주요 플레이어로 기술융합과 산업발전의 주요 주체

로 역할

‐ 물리적 환경 조성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면 소프트

웨어적 환경 조성에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공공부문 못지않게 중요

‐ 혁신의 주체는 기업, 스타트업 등이며, 이들의 발전을 통해 혁신지구의 

기업생태계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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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 융·복합의 중요성이 강조

◦ 도시마다 혁신지구의 개발 맥락에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중심적 산업을 

유치하였으며 기술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모토에 충실

‐ 혁신지구 내 주요 전략산업은 미디어, 생명공학, 디자인 등 최종소비자

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이 특징

‐ 기술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흐름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아

이디어 교환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

◦ 혁신지구 내의 전략산업은 특정 산업에 한정하기보다는 기술 간 융합을 염

두에 둔 분야를 선택

‐ 과거의 제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중요한 키워드였다면 현재는 

기술 융·복합, 응용기술, B2C가 중요한 화두

‐ 연구개발과 제조시설이 함께 입지하는 경향과 특정 도시 또는 해당 지역

의 강점을 활용한 분야와 새로운 기술 간의 융·복합을 장려

7) 거버넌스의 구성은 지역적 맥락을 반영

◦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해외의 혁신지구들을 이끌어가는 거버넌스 구조

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특징

‐ 혁신지구 비전 설정, 산업발전전략 등을 수립하는 관리기구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이들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과 협력

◦ 거점별 거버넌스 구성 이후, 더 큰 스케일의 거버넌스로 재구성

‐ 거점 내 거버넌스에서 거점 간 거버넌스, 더 나아가 도시 간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거점의 취약부분을 보완해주거나 동종 산업의 시너지를 촉발

8) 지역사회와의 공존도 중요한 미션

◦ 혁신지구는 지역사회와 동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 산업지원시설뿐만 아니라 근린시설, 공원, 기성 시가지 정비 등의 어메

니티 요소와 공공주거시설 등 공급

‐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중요하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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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혁신지구 측정을 위한 자산회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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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혁신지구 
잠재력 검토 

1_혁신지구 측정을 위한 자산회계 방식

1) 자산 회계

◦ 자산 회계(asset audit) 측정 방식을 통해 혁신지구의 잠재력을 평가4)

‐ 혁신지구의 자산을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등 3가지 

종류로 분류(Katz and Wagner 2014; Hanna 2016)

‐ 자산 회계 방식의 적용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으며, 각 지역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일부 변형하여 적용 가능

(1) 경제적 자산(economic asset)

◦ 경제적 자산은 혁신을 추동하고 지원하는 기업, 기관, 시설 등을 의미

‐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창업지원시설, 협업 공간, 어메니티 공간 등

(2) 물리적 자산(physical asset)

◦ 물리적 자산은 가용 공간, 오픈스페이스, 거리 등의 기반시설과 접근성 및 

연결성 증진을 통해 혁신에 기여하는 요소

‐ 공원, 광장, 오피스, 보행 공간, 중교통 등

(3) 네트워킹 자산(networking asset)

◦ 네트워킹 자산은 개인 및 기업 간의 관계 증진을 통해 아이디어의 창출, 

4) 혁신지구 자산회계와 관련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는 본 보고서의 2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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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확산을 촉진하는 요소

‐ 동종 산업의 모임, 워크숍,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2) 분석에 이용된 자산 지표

(1) 경제적 자산

① 기술업종 종사자 수5)

◦ 기술업종은 혁신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하며, 첨단기술, 고기술, 창의 

및 디지털, ICT 업종(김형주 외, 2017, 43; 장재홍 외 2014)으로 정의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1~205)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철도장비 제조업(312)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313)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9)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5913)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녹음시설 운영업(59202) 

‐ 라디오 방송업(601)

‐ 텔레비전 방송업(602)

5)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활용하였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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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업(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6312)

‐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 광고업(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721)

‐ 전문디자인업(732)

‐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

◦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여 각 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종사자 수를 추출

② 창업 지원시설

◦ 공공과 민간의 창업 지원시설이 있으며, 창업 초기단계를 지원하여 혁신 및 

창업생태계 형성을 촉진

‐ 주요 창업 지원시설은 액셀러레이터, 코워킹스페이스, 1인 창조기업 비

즈니스센터, 1인 창조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서울시창업

지원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카페 등

‐ 서울시에서는 서울창업허브가 표적인 창업 지원시설

◦ 자료는 서울창업허브의 서울창업지도를 주로 활용하였고, 여타 관련 자료

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2) 물리적 자산

① 대중교통 승하차 인원

◦ 중교통 승하차 인원으로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접근 가능성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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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제로 얼마나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측정

‐ 행정동 내에 위치한 모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의 연간 승하차 인원의 

총합으로 중교통 승하차 인원 계산

◦ 자료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버스 승하차 인원 및 지하철 승하차 인원에서 획득

② 오피스 연면적

◦ 오피스 연면적은 혁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물리적 공간이 얼마

나 가용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 사무실, 사무용 오피스텔 연면적 등이 주요 지표

◦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과세 장 등에서 획득

③ 공원 면적

◦ 공원은 도시 공간에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산업 종사자 및 주민들에게 

휴식의 장으로 기능하여 업무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 공원 연면적 등

◦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새주소시스템기본도 등에서 획득

④ 생활인구

◦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거주인구(주민등록인구)와 비하여 실제로 도시 공간

에서 활동하는 인구수를 통해 도시 활력을 측정

‐ KT 휴 전화 사용량을 기반으로 하여 추정된 생활인구를 활용

‐ 1시간 단위로 측정된 시간 별 생활인구 중에서 첨두시간 인 13시에서 

14시를 주요 자료로 활용

◦ 자료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생활인구 등에서 획득

⑤ 와이파이 핫스팟

◦ 와이파이 핫스팟은 특정 반경 내에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

신 기반시설로서 가상적 차원의 도시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Kim, 2018)

‐ 공공 와이파이 및 통신사에서 설치한 상용 와이파이

◦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와이파이 현황 등에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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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킹 자산

① 커피숍

◦ 커피숍은 소비 공간뿐만 아니라 업무 및 사교 목적으로 만남 및 네트워킹의 

장소로 흔히 이용되는 장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 ‘커피점/까페

(Q12)’에 해당

‐ 소분류 항목에는 커피전문점/카페/다방, 생과일주스전문점, 보드게임카

페, 사주카페, 전통찻집, 애견카페 등이 포함

◦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업소정보에서 획득

② 문화시설

◦ 문화시설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진하여 다양한 주체의 만남과 교류를 촉

진하는 역할

‐ 문화원, 박물관, 공연장, 공공도서관, 미술관, 화랑/갤러리, 영화관, 문화

예술회관, 문화의집, 청소년시설, 구민회관 등(백선혜 외 2015)

◦ 자료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문화공간통계에서 획득

4) 지표 계산 및 표현 방법

◦ 원자료를 지표화하기 위해 각 데이터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시각화

‐ 각각의 자산별 지표를 해당 행정동의 거주인구로 나누어 ‘거주인구 1인

당 지표’를 계산

‐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차트를 활용하여 시각화

◦ 차트의 특징을 고려하여 주요 산업거점의 현황을 표현

‐ 방사형 차트는 각 자산별 1위 행정동 비 해당 행정동 점수를 환산한 

것으로 10점 만점으로 높을수록 우수함을 의미

‐ 순위 차트는 각 자산별 서울시 총 424개 행정동 중 해당 행정동의 순위

를 표현한 것으로 낮을수록 우수함을 의미

◦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다수의 자산 지표를 동일한 공간 단위로 비교하기 위

해 행정동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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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거점과 행정동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한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한 거점의 핵심지역을 포괄하면서 각 산업거점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

산업거점 행정동

G밸리 구로구 구로3동, 금천구 가산동

DMC 마포구 상암동

마곡 강서구 가양1동

홍릉 동대문구 회기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양재 서초구 양재1동

마포 마포구 공덕동, 마포구 아현동

[표 4-1]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과 분석단위인 행정동 매칭



58

04

서
울
시
 주
요
 산
업
거
점
의
 혁
신
지
구
 잠
재
력
 검

2_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현황

1)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 2018년 서울시는 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혁신성장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발표

‐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혁신이 만드는 기

회의 도시를 목표로 제시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심제조 활력 도시, 바이오의료 벤처도시, 글

로벌R&D 허브도시, 문화콘텐츠 융성 도시, 혁신창업 친화도시, 테스트

베드 도시 등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6  과제 선정

‐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2022년까지 총 3조 3천 9백억 원의 투자계

획과 함께 일자리 6만 7천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

자료: 서울시(2018)

[그림 4-1]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

◦ 서울형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확충 계획

‐ G밸리는 사물인터넷(IoT) 융·복합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지원시설과 근

로자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더불어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미래 성장거점으

로 재도약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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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C는 VR/AR, 5G 중심의 융합거점으로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

에 새로운 콘텐츠 시장 창출 기반을 구축할 계획

‐ 마곡에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과 상생할 강소기업 1,000개를 육성할 계획

‐ 홍릉 일 는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공간을 확충하고 주변 지역의 

학과 연구기관의 조성 시설을 지원하고 사업 연계를 통해 글로벌 바이

오 클러스터로 조성

‐ 양재에는 R&D캠퍼스를 조성하여 글로벌 연구소와 기업 250개 유치를 

목표로 하며, 양곡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

하여 인공지능에 특화된 글로벌 인재와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

‐ 마포는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표 시에는 거점 지정 전

자료: 서울시(2018)

[그림 4-2]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중 주요 산업거점 발전 방향

◦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의 지속가능한 실행

체계를 마련할 계획

‐ 6  프로젝트, 23개 전략과제, 66개 앵커 등 총 274,149㎡의 공간을 운

영할 전담조직을 통하여 미래수요 예측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거

점과 앵커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혁신기술 진흥과 인재양성 등의 사

업을 시행할 예정

‐ 총괄 컨트롤타워는 학총장, 국내외 글로벌 기업 표 연구소장 등을 구

성원으로 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혁신성장위원회에서 담당 예정



60

04

서
울
시
 주
요
 산
업
거
점
의
 혁
신
지
구
 잠
재
력
 검

‐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실행 기구는 서울미래혁신재단(가칭) 설립

과 서울산업진흥원의 역할 강화로 해결할 계획

자료: 서울시(2018)

[그림 4-3]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중 실행체계 관련

2)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2019년 1월에는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발표

‐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함께 성장하

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서울 등 5개의 주요 

목표를 선정

자료: 서울시(2018)

[그림 4-4]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발표의 비전, 목표, 기조



61

서
울
시
 주
요
 산
업
거
점
 현
황
분
석
 및
 혁
신
지
구
 전
략
 도
입
방
안

◦ 주요 목표 중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에서 6  융합신산업단지 조성 계획

‐ G밸리, DMC, 마곡, 홍릉, 양재 등 기존 5  신산업거점에서 마포를 포

함한 6  융합신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

◦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서울의 6  융합 신산업거점을 조성을 계획하였으

며 각각의 산업거점별로 현황과 방향성을 제시

‐ G밸리는 기존 IT기업과 제조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IoT 중심의 산업혁신활동 공간으로 육성

‐ DMC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첨단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VR/AR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고도화 전략

‐ 마곡은 IT, GT, BT 등 첨단 산업이 집적되어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R&D 융·복합 혁신 거점으로 조성

‐ 홍릉은 국내 최초 종합연구단지로 연구소, 학, 병원 등이 집적되어 있

는 특성을 활용하여 바이오 의료 허브로 조성

‐ 양재는 양재 R&D 혁신허브와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등이 입지하고 있

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AI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R&D 캠퍼스를 조성

‐ 마포는 마포 핀테크랩이 위치하고 있으며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

는 현황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 벤처기업을 육성

자료: 서울시(2019)

[그림 4-5] 민선7기 서울시장 4개년 계획 중 산업거점 조성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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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대 산업거점별 주요 현황

(1) G밸리

◦ 행정구역상 구로구와 금천구 등 두 개의 구에 걸친 지역에 위치

‐ 행정동으로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 에 해당

‐ 규모는 총 1,925,327㎡로 수도권 7개 국가산업단지 중 4번째 규모

‐ 1967년 4월에 국가수출산업단지로 준공되었으며 2000년 12월 서울디

지털산업단지로 명칭 변경

◦ 첨단업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상 적으로 종사자의 학력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

‐ 가산동 IT벤처기업 집적지에는 창업 10년 미만 소기업이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등 신생기업이 다수 포진

‐ 근로자 80%가 졸 이상이며, R&D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18.6%

‐ SW개발·공급업체(1,316개사) 등 첨단업종 비율이 79%이며, 이는 서울 

전체 일자리의 4.2%를 차지

◦ G밸리 발전협의회와 G밸리 경영실무자협의회가 G밸리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거버넌스로 기능

‐ G밸리 발전협의회는 G밸리 현안해결 및 발전방안 등 정책제안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 G밸리 경영실무자협의회는 G밸리 유관기관 실무 관계자의 정례회를 통

한 협력사업 추진 및 현안 공유

◦ G-CAMP 조성과 지원체계 마련 등이 해당 지역의 주요 이슈

‐ 높은 관심을 받는 G밸리 내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메이커 베이스캠프 

G-CAMP’ 조성 및 운영

‐ G밸리의 거버넌스 조직은 해당 지역의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 서울산업진흥원은 G밸리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중점 추진사항 설정

‐ G밸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외 혁신체계와 협력체계 구축

‐ G밸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협력 촉진

‐ spark@G밸리를 통한 지식과 기업의 교류 및 확산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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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미디어시티(DMC)

◦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위치

‐ 행정동으로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원에 해당

‐ 총 규모는 569,925㎡이며 52개 필지 335,000㎡ 중 48필지를 공급하였

으며 43개 필지는 완공

‐ 2000년 새천년 신도시기본계획을 통해 DMC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 5월에는 1단계 용지공급 시작

◦ 미디어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하고 있는 계획된 클러스터

‐ 세계 최초의 계획된 미디어 중심 클러스터로 조성

‐ MBC, SBS 등의 지상파 방송국을 비롯하여 CJ, 채널A 등 케이블 및 종

편방송, LG U+ 등 IT 기업 등이 입주

◦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거버넌스가 DMC에서 활동

‐ DMC CoNet은 입주기업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정책건의, 경영지원, 자

체사업 추진 등 DMC 발전에 기여

‐ DMC 입주기업협의회는 DMC 발전을 위한 논의, 정보교환, 애로사항 

협의 등 입주기업 자발적 협의체로 전환

‐ DMC 산학진흥재단은 DMC의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을 위

한 지원 목적으로 활동

◦ 정부와 서울시는 DMC 육성에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

을 통해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기반을 마련

‐ 서울시 및 중앙정부는 DMC를 육성할 의지를 표명

‐ DMS 거리 내 첨단 ICT를 활용한 디지털 랜드마크 구축(디지털 사이니

지)을 위해 정부 사업지원 자금을 유치

◦ 서울산업진흥원은 DMC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중점 추진사항 설정

‐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분산된 업무 일원화

‐ 입주 주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

한 네트워킹 강화

‐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플랫폼 기능 수행을 위한 스마트미디

어 거점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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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곡

◦ 행정구역상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

‐ 행정동으로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에 해당

‐ 산업단지 112만㎡, 서울식물원 50만㎡, 업무 및 상업용지 39만㎡, 주거

용지 59만㎡, 기타 106만㎡의 규모로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강서구 마곡 일 를 R&D 중심의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 

◦ 유치 권장 업종을 지정하고 연구면적비율을 지정하여 해당 기준에 미달 시 

입주를 제한

‐ 유치 권장 업종은 주로 첨단산업으로 연구개발업, IT, BT, GT, NT 등

‐ 연구면적비율을 기업 50% 이상, 중소기업 40% 이상 등으로 차등 적

용하여 입주기준을 설정

◦ M-밸리 포럼과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산업단지 내 현안에 한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 M-밸리 포럼은 마곡산업단지 위상제고와 활성화 역할을 선도할 다양한 

협력을 추구하며 혁신주체 간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

‐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마곡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논의, 정보 공유, 애로사

항 협의 등을 위한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 협의체

◦ 마곡을 스마트시티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

‐ 스마트인프라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소셜벤처 기업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리빙랩을 구축하고 운영 중

◦ 현재 마곡은 산업단지를 조성한 SH공사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

‐ 서울시가 SH공사에 마곡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산업진흥원도 일부 참여 중

◦ 서울산업진흥원은 마곡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중점 추진사항 설정

‐ 마곡을 표하는 비즈니스 솔루션 플랫폼 SPARK@마곡 운영

‐ 마곡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리빙랩 구축 및 운영

‐ 융·복합 R&D의 혁신주체( 중소기업과 연구소 등) 간 다각적 협력 추진

‐ 고객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한 기업 코디네이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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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릉

◦ 행정구역상으로 동 문구와 성북구에 걸쳐서 위치

‐ 행정동으로는 서울시 동 문구 회기동·청량리동, 성북구 상월곡동 일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500,000㎡에 이르는 지역에 해당

‐ 2015년 4월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0월에는 서울 바이오허브 개관

◦ 연구기관과 학, 병원 등이 밀집된 특징을 살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바

이오의료 클러스터로 육성할 예정

‐ 홍릉 일 는 11개 연구기관, 5,200명의 연구인력, 학과 병원 등 집약

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

‐ 서울시는 홍릉 일 를 동북아 최고 바이오의료 벤처도시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계속 표명하는 중

◦ 홍릉포럼은 해당 지역의 표적인 거버넌스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

‐ 2012년 7월에 출범하여 2019년 제13회를 맞이하는 홍릉포럼은 지역 

내 학 8곳, 연구기관 6곳, 기타 3곳이 함께하는 지역 내 거버넌스

‐ 홍릉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미래 의제 발굴을 위한 인근 학 및 국책

연구기관 중심의 협의체

◦ 홍릉 일 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시설을 설치

‐ 서울 바이오허브를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

‐ 바이오 관련 혁신 창업기업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용장비를 갖

추고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

◦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

‐ 앵커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과 벤처 창업 공간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설 공급을 위해 해당 지역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

‐ 보안지역, 생태환경 보존지역, 경관지구 지정 등 홍릉 일 의 개발제한

구역은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홍릉포럼의 방향성 설정이 주요 이슈로 부각

‐ 홍릉포럼의 실무추진단 내 상시조직을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 실행력을 갖춘 지역 내 표 거버넌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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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재

◦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초구에 위치

‐ 행정동으로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과 양재2동 일

‐ 전체 규모는 배후지역을 포함하여 약 3,000,000㎡

‐ 2016년 8월 양재 테크플러스 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2월에는 양재R&CD혁신허브센터 개관

◦ 자생적 R&D시설 집적지로 혁신거점으로서의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

‐ 자생적 R&D시설 집적지로서 권역 내에서는 LG전자 양재R&D캠퍼스, 

KT 우면연구센터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삼성전자 서울R&D

캠퍼스 등 민간기업의 R&CD 관련 기관들이 위치

◦ 광역교통은 편리하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내부 교통연계는 다소 미흡

‐ 서울과 남부수도권(판교·분당·광교·동탄)을 연계하는 광역적 연계지역의 

최적입지

‐ R&CD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내부 교통연계체계 및 

중교통 접근성 취약

◦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변할 수 있는 표 거버넌스 조직은 없는 상황

‐ 현재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노력 중

◦ 양재R&D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발전 계획이 수립

‐ 양재R&CD혁신허브센터 운영 및 앵커시설 확장 계획

(6) 마포

◦ 행정구역상으로는 마포구에 위치

‐ 행정동으로는 마포구 공덕동과 아현동 일

‐ 여의도와 도심이 가까우며 공덕역과 마포역 등 도시철도와 주요 간선도

로 등이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지역

‐ 산업거점으로서 구체적인 영역적 범위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상황

◦ 산업거점 내 주거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빌딩들은 마

포 로변에 위치

‐ 재개발로 인해 최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주거 지역으로써의 역할이 우

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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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빌딩은 마포 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에 신용정보 관련 

회사들이 입주

◦ 마포 일 에는 창업과 금융관련 지원시설이 위치

‐ 서울창업허브는 창업기업들에게 공간제공뿐만 아니라 지원프로그램 운

영, 네트워크 연결 등 서울시의 모든 창업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본사와 

지사 등이 위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서울 분원이 창업허브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국핀테크산업협회는 강남에 위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 자금조달과 연구개발 지

원 등을 위한 기관으로 본원은 판교에 있으며, 서울 분원은 창업허브 별

관에 위치

‐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업, 핀테크 기업, 금융과 핀테크 관련 단체와 

개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산업유관단체로 강남에 위치

◦ 지역 기반의 핀테크 산업 관련 거버넌스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

‐ 핀테크산업의 지원센터는 마포에 위치하나 아직 지역 기반의 핀테크산업 

관련 유관기관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 서울시는 핀테크 중심지를 마포를 비롯하여 여의도 일 를 포함한 지역으

로 확장할 계획

‐ 서울시는 2018년 4월에 마포 핀테크랩을 서울창업허브 별관에 개관하

여 핀테크 산업을 이끌어나갈 유망 스타트업을 입주시키고 지원프로그램

을 제공

‐ 이와 더불어 2019년 7월 공유 오피스 위워크 여의도역점에 제2핀테크

랩을 개관하여 핀테크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 해외 진

출 등을 도울 예정

3) 종합 및 시사점 

◦ 산업거점별로 거버넌스 구성 형태가 일부 차이가 있어서 지역별 맞춤형 거

버넌스 지원전략이 필요

‐ G밸리, DMC, 마곡, 홍릉은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지만, 양재와 마포

는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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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설은 기관 운영, 서울시 위탁 운영으로 구분된 상황

‐ G밸리는 산업단지관리공단, DMC는 서울산업진흥원, 마포는 한국핀테

크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시설 배치

‐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와 양재 R&CD혁신허브는 서울시가 각 기관에 위

탁하여 운영 중이며, 마곡은 서울시가 관리를 할 예정인 공공산업지원시

설 운영을 계획 중

◦ 산업거점을 관리하는 기구도 거점별 특성에 따라 차이

‐ G밸리, 마곡은 산업단지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관리 주체가 명확하며, 

DMC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산업진흥원이 관리 주도 

‐ 홍릉, 양재, 마포는 기성시가지의 특징이 상 적으로 우세한 지역으로 

산업거점으로서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상황

구분
거버넌스
핵심 조직

산업지원
주요시설

시설
운영기관

산업거점
관리기구

G밸리
G밸리

발전협의회
G밸리

코워킹센터
한국산업
단지공단

한국산업
단지공단

DMC DMC CONET DMC 첨단산업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

산업진흥원

마곡
M밸리
포럼

- -
마곡산업

단지관리단

홍릉
홍릉
포럼

서울바이오허브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민간위탁)

-

양재 -
양재R&CD
혁신허브

KAIST, 
모두의연구소
(민간위탁)

-

마포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

[표 4-2] 서울시 주요 산업지구의 거버넌스와 주요 산업지원시설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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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분석 결과

1) G밸리

◦ G밸리는 경제적 자산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

킹 자산도 비교적 풍부하나 일부 부족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업종 종사자 수와 창업지원시설 모두 서울시 

행정동 내 상위권에 위치

‐ 물리적 자산 중에 공원, 네트워크 자산 중 문화시설이 상 적으로 부족

◦ 개발 과정에서 공원 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

‐ 과거 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공원이 계획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공원 용지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은 상황

‐ 구로3동(구로디지털단지)의 경우 도림천, 가산동(가산디지털단지)의 경우 

인근에 안양천 산책로가 있으나 산업거점으로부터 떨어지는 접근성

‐ 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하면서 다수의 지식산업센터 건설 후 공개공지가 

생겼으나 보행로 이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G밸리는 공업용지로 조성되어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이 상 적으로 부족

‐ 구로구의 공공문화시설은 G밸리보다 구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밀

집하여 입지

‐ 문래동의 선제분공장 리모델링 사례처럼 기존 공장 및 창고 건물을 리

모델링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검토 필요

[그림 4-6] G밸리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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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C

◦ DMC는 경제적 자산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에 일부 부족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업종 종사자 수와 창업지원시설 모두 서울시 

행정동 내 상위권에 위치

‐ 물리적 자산 중에는 중교통(도시철도) 승하차 인원, 네트워크 자산 중에

는 문화시설이 상 적으로 부족

◦ 주요 지하철역과 업무중심지 간의 거리가 있어서 중교통인 도시철도를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은 지역

‐ 디지털미티어시티(DMC)역이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의 환승역으

로 기능하고 있으나 동쪽에 치우쳐 있어 DMC 내 주요 건물까지 15분 

이상 소요

‐ 수색역(경의중앙선)의 경우 DMC역에 비해 산업거점과 더욱 근접하나 

DMC와는 제한적으로 연결 

‐ 수색로와 DMC를 잇는 지하연결보도(토끼굴) 개선 공사 이후 보행 환경

이 나아졌으나 추가로 육교, 고가도로 건설에 한 논의가 진행 중

◦ 다수의 문화시설이 존재하지만 공공문화시설이 부족하며 주변 지역의 문화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 여러 방송국들이 입지하여 방송 촬영을 위한 공개홀이 다수 입지해 있으

나 일반적인 공공문화시설은 부족

‐ 상암월드컵경기장, 문화비축기지 등이 인근에 입지해 있으나 산업거점 

내에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시설 부족

[그림 4-7] DMC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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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산업 종사자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며 업무

중심지와 어메니티 분포지역에 차이가 있는 지역

‐ 한국영화박물관, DMC홍보관 등이 존재하나 혁신산업 종사자들이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의문

‐ 일반적인 요식 및 유흥업소들이 DMC역 인근 구시가지에 존재하나 지리

적으로 동쪽에 치우쳐 있는 실정

3) 마곡

◦ 마곡은 G밸리와 DMC에 비해서 전체 항목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

며,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의 일부가 특히 부족

‐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업종 종사자 수와 창업지원시설의 동별 순

위는 100위 안으로 상 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은 편

‐ 물리적 자산인 중교통, 생활인구, 와이파이 핫스팟과 네트워킹 자산인 

문화시설 등은 100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 적으로 취약

◦ 지표상 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지하철역의 개통

으로 인해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

‐ 기존의 5호선 발산역, 마곡역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마곡나루역에 9호

선 급행열차가 정차하고 공항철도 환승역이 됨에 따라 도시철도를 통한 

접근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기

‐ 산업거점 내 기업들이 입지 또는 입지예정인 지역은 아직 버스를 통한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

◦ 서울식물원 개장과 함께 주변의 문화시설이 공급되어 해당 지표도 이전보

다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

‐ 서울식물원이 2019년 5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

어 향후 산업거점 내의 중심적인 문화시설이 될 것으로 기

‐ 주변 지역에 공공기여 미술관 등이 함께 들어서 향후 마곡의 문화공간으

로써의 역할을 기

◦ 마곡의 지속적인 개발로 생활인구와 와이파이 등의 상황도 점차 개선되었

을 것으로 기

‐ 기업들이 입주하고 이에 따라 주변 상가 점포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

게 생활인구 및 와이파이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도시 활력은 높아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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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

◦ 마곡의 자료는 최신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은 분석 시점보다 더 

나아졌을 것으로 예상

‐ 기업의 R&D시설이 계속 건설되고 있으며, 서울식물원이 2019년 5월에 

개장하는 등 마곡산업단지의 개발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

‐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표들은 분석 시점보다 개선된 결과를 가질 것으

로 예상

[그림 4-8] 마곡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4) 홍릉

◦ 홍릉은 경제적 자산은 상 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

산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

‐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업종 종사자 수와 창업지원시설, 물리적 자

산 중에서 오피스 면적이 상 적으로 부족

◦ 다른 산업거점에 비해 연구시설은 많이 입지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 관련 자

산이 크게 부족

‐ 전통적인 구시가지로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와 활력은 갖추고 있으나 기

업이 입지하기에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기에는 부족

‐ ‘강소특구’ 지정 등을 통해 DMC, 마곡과 같이 신규 개발 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것과 유사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전략 필요

◦ 학과 연구소 밀집지역으로 연구기능이 특화된 지역이므로 상 적으로 부

족한 기업 관련 요소들은 타 지역 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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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연구소가 산업거점 내에 입지해 있다는 차별점을 십분 활용하여 

캠퍼스타운 조성, 창업 인큐베이터 유치 등을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최초에 국가 규모의 연구단지로 기획된 취지를 살려 오송첨단의료복합단

지 등과의 연계 고려

◦ 생활인구, 와이파이, 커피숍, 문화시설(청량리동, 월곡2동) 등

‐ 경희 학교 및 한국외국어 학교의 배후상권인 회기동에 비해 기본적인 

물리적 자산과 도시 활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

‐ 회기동과의 연결성 및 연속성을 높여 산업거점 내에 보다 넓은 지역에서 

물리적 자산의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방안 필요

[그림 4-9] 홍릉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5) 양재

◦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 모두 다소 부족함을 보이는 지역

‐ 물리적 자산 중 공원면적은 상 적으로 충분

‐ 공원면적을 제외한 물리적 자산, 경제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요소 모두 

상 적으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

◦ 창업지원시설 공급 계획이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양재R&CD허브 설립 이후 주목할 만한 성과 및 후속 시설에 한 수요

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시설을 위한 가용부지가 확보될 수 있을 것

으로 기

◦ 양재역 인근을 제외하고는 도시 활력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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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인구, 와이파이, 문화시설 등 도시 활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들은 

부족한 실정

◦ 중교통 자산 지표는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 내 교통은 좋지 않은 편

‐ 양재역의 환승 수요가 높아 중교통 자산의 지표는 높게 측정되었으나 

경기도 및 지방으로 나가는 관문의 의미가 큰 지역

‐ 양재역 인근을 제외하고는 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그림 4-10] 양재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6) 마포

◦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 모두 부족함을 보이는 지역

‐ 경제적 자산인 창업지원시설, 물리적 자산인 공원면적과 생활인구와 와

이파이, 네트워크 자산인 커피숍과 문화시설 등이 상 적으로 부족

◦ 서울창업허브가 입지하고 있으나 배후 지역의 혁신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

‐ 2017년 ‘서울창업허브’가 개관하면서 서울시 창업 지원 정책의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 되지만, 배후 지역의 혁신 역량이 다른 지

역에 비해 뛰어난 것은 아닌 편

‐ 2019년 개관 예정인 ‘마포청년혁신타운’ 등 후속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이 진행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높은 지역

◦ 주요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인 공덕이 위치한 지역으로 중교통 접근

성은 좋은 편

‐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의 환승역인 공덕역을 중심으로 서울

역, 용산역 등 교통 허브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 상 적으로 뛰어난 중교통 접근성에 비해 혁신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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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네트워킹 자산은 부족

‐ 물리적 자산인 생활인구와 와이파이, 네트워크 자산인 커피숍, 문화시설 

등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

[그림 4-11] 마포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7) 종합 결과

◦ G밸리와 DMC의 경제적 자산 지표는 서울 전체에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 지표에서는 보완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

‐ G밸리와 DMC는 타 지역에 비해 기술업종 종사자 수가 많고 창업지원

시설이 서울 내 타 지역보다도 비교적 풍부

‐ G밸리와 DMC의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 지표는 상 적으로는 우수하나 

서울 전체 수준에서는 발전의 여지가 있는 상황

◦ G밸리와 DMC는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 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수립

‐ G밸리와 DMC는 산업거점 조성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

에 강점은 이미 극 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G밸리와 DMC는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 바람직

◦ 양재는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과 비교해 아직 경제적 자산이 부족

‐ 양재는 전반적으로 혁신지구 관련 자산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자산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

‐ 혁신지구화 전략을 위해서는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과 더불어 경제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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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적인 공급이 필요

◦ 마곡은 조성 초기임을 고려하면 물리적, 네트워크적 자산이 어느 정도 성장

해 있으나 향후 경제적 자산이 더욱 필요

‐ 마곡 일 는 현재 개발 중인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물리적, 네트

워킹 자산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현재도 경제적 자산을 비롯하여 물리적, 네트워크적 자산이 계속 공급되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성장잠재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

◦ 홍릉과 마포는 모든 자산에 있어 다른 혁신지구에 비해 부족

‐ 현재 홍릉과 마포는 모든 자산의 순위가 상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지구화 전략 수립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

‐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 하고 산업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전략이라고 판단

산업거점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거버넌스 형태

G밸리 □   □

DMC □   □

마곡 ▫>□ ▫>□  
홍릉 ▫ ▫ ▫ 
양재 ▫   ▫
마포 ▫ ▫ ▫ ▫

[표 4-3]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자산 분석 결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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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 전략 제언

1_혁신지구화 전략 개요

2_혁신지구화 전략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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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 
전략 제언

1_혁신지구화 전략 개요

1) 혁신지구화 전략 배경

◦ 혁신지구가 도시별로 하나뿐일 이유는 없지만, 하나의 도시가 다수의 혁신

지구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면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 

‐ 중소규모 도시는 하나의 혁신지구를 품기도 어려울 수 있으나, 세계도시 

규모의 도시에서는 뉴욕이나 런던에서의 사례와 같이 하나 이상의 혁신

지구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도 드물지 않은 상황 (Hanna, 

2016)

‐ 다만, 도시가 운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혁

신지구 프로젝트 간 우선순위 조정이나 이에 따른 혁신지구 특화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절차가 필요

◦ 기본적으로 혁신지구화 전략의 핵심은 경제적,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에서 

부족한 영역을 공공이 보완해 주는 형태

‐ 혁신지구의 조성에서 시장 뿐 아니라 공공이 주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오히려 도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혁신지구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다수 (Carrillo et. al., 2014)  

‐ 조성 이후에도 공공 주도 혁신지구나 시장 추동 혁신지구나 모두 공공의 

역할을 요청하게 되는 단계가 있었으나, 지역의 자산과 역량에 따라 주

가 되는 정책과 전략에는 차이가 존재

◦ 6  산업거점 모두가 혁신지구로 전환되어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은 아니나,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명백히 혁신지구화 방향과 일맥상통   

‐ 지식경제,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6  산

업거점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은 최근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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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4개년 계획에서 재차 확인된 서울시의 명확한 정책방향 

◦ 이 연구에서는 혁신지구 가능 여부에 한 판단이 아니라 현재 산업거점을 

혁신지구 후보지로 보았을 경우의 단계별 전략방향을 제안   

‐ 혁신지구의 성공 여부를 프로젝트 시작 이전에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나, 지역의 자산과 역량에 기초하여 혁신지구화가 상 적으로 용

이하거나 어려운 과제임을 판단해 볼 필요는 존재

‐ 기존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현재 6개 

산업거점의 현황을 반영한 혁신지구화 전략을 도출

2) 혁신지구화 전략 방향

◦ 각각의 혁신지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혁신지구 조성 단계

상 강조되는 정책은 물리적-경제적-네트워킹 자산 강화 순인 경우가 다수

‐ 자생적으로 생겨난 혁신지구가 아닌 경우 부동산 개발에 이어 입주자 모

집, 그리고 이에 이은 지역 행위자 간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단계를 밟게 

되며, 이 단계마다 공공의 역할은 차이가 나기 마련

‐ 초기부터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한 혁신지구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 실존하는 사례의 다수는 프로젝트를 선도했던 기관이나 기업이 중

요한 역할을 했던 상황

‐ 기존의 도시중심지나 산업단지의 전환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건물이나 인프라의 개선과 새로운 기술기업의 확충, 그

리고 기존 행위자와 새로운 행위자 간 네트워킹 강화는 유사한 과정

‐ 다만, 단계에 다다를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덧씌우기보다는 초기부터 이

러한 단계를 예상하고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존재

◦ 물리적 자산이 미비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의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신규 인프라 도입 확충에 초점   

‐ 혁신지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도시중심지의 

경제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에 물리적 자산을 개선 혹은 확충하

는 데 있으며 이에 한 부지 선정과 프로젝트 진행이 선행과제

‐ 전통적인 도시 내부 공지 개발 및 재개발에 더해 스마트시티와 같이 새

로운 기능에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를 중첩하여 구도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도 주목을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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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나 건물을 앵커로 먼저 조성하는 방안도 일반적인 정책 수단 

◦ 경제적 자산이 부족할 경우의 표적인 정책 방향은 지역에 필요한 경제적 

행위자를 늘이거나 육성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우선적 시행   

‐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산이 부족하다면 지역 내 산업생태계를 구성할 임

계질량을 달성하는 것이 다른 정책수단보다 우선이어야 하는 상황

‐ 때문에, 지식경제 시 에 유망한 기술 영역을 북돋우고 이에 필요한 기

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스타트업 공간 제공, 액셀러레이터 기능 

강화, 행위자 매칭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등이 필요

‐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혁신지구는 초기 단계에서 이와 같은 정

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 전환에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경제적 자산 강화 정책이 두드러지는 경향

◦ 네트워킹 자산이 풍성하지 않을 때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인재 간의 소통

을 용이하게 하는 지역 어메니티 확충에 눈을 돌리는 경향    

‐ 궁극적으로 지역의 혁신생태계 거버넌스를 만들고 안정화하는 방안이 필

요하며 이에 한 공공이나 민간의 리더십과 지속적인 네트워킹 사업이 

필요

‐ 이와 병행하여 혁신지구 인재들이 방문하고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시설이나 카페 등을 지구 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저층부 활성화 방안, 

공공 문화 인프라 공급, 녹지 확충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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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혁신지구화 전략 제언

1) 물리적 자산 보완 중심 혁신지구화 단계

◦ 물리적 자산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조기에 조성된 지구나 기존 도시중심지

가 6개 거점 중 상 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상황

‐ 조기에 조성된 G밸리와 DMC, 그리고 구 도시중심지인 양재의 물리적 

자산은 타 거점보다 풍성한 상황

‐ 마곡은 현재 조성 중이어서 비교 시점에서는 이들 거점보다 약세를 보이

나 최근 몇 년간에 이들 거점과 유사한 수준에 다다를 전망

‐ 이들 지식경제에 맞는 지역으로 전환 중인 기존 산업거점에는 기존 건물

과 인프라의 갱신이나, 차후 이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도

입하는 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전략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 

‐ 특히, G밸리는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다시 4차 산업혁명의 공간으

로 거듭나는 곳으로서 도로, 녹지, 와이파이 등 새로운 물리적 자산 수요

에 응하여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

◦ 양재와 마포는 물리적 자산 외에도 전반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

역의 자산과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공공 앵커 도입 및 활성화 선행 필요

‐ 본격적인 혁신지구로의 전환을 꾀하기 이전에 지역의 종합적인 역량을 

육성해야 하는 단계로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역 

도시개발 전략과 지속적인 실행이 필요

‐ 서울시가 마포의 창업허브나 양재의 혁신허브와 같이 혁신지구화에 필요

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책을 결집한 앵커를 운영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

‐ 다만 실제 양재나 마포가 물리적 자산을 확충하여 혁신지구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전망으

로 향후 이에 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

2) 경제적 자산 보완 중심 혁신지구화 단계

◦ 경제적 자산 측면에서도 물리적 자산과 유사하게 오래된 기존 산업거점이 

비교적 강한 우위를 보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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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부터 기술업종 유치와 창업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온 G밸리와 

DMC의 경제적 자산이 상 적으로 우위

‐ 반면, 이외 4개 산업거점의 경제적 자산은 비교 시점에서 이 두 거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

‐ 다만, 마곡의 경우 물리적 자산의 성장에 더불어 향후 몇 년간 입주 스타

트업과 중소기업 수를 크게 늘려나갈 예정이어서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

적 자산을 확충할 수 있을 전망 

◦ 홍릉과 마곡은 향후 지역 혁신생태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중소 기업을 

위한 공간 마련과 창업 및 성장 지원책의 병행 추진 단계에 도달  

‐ 홍릉은 여섯 개 산업거점 중 유일하게 학, 종합병원 및 공공 연구소 등

의 연구중심 앵커가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향후 

혁신지구화를 위해 민간 기업과의 접점을 확 해야 할 필요가 존재

‐ 향후 홍릉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수준에서 현재 부족한 ·

중·소 기업 상 입주공간 확장과 지원책 강화를 정책의 중심으로 추진 

필요  

‐ 마곡의 경우에는 법정 일반산업단지로서 향후 몇 년 간 순차적으로 M+

센터나 M 융합캠퍼스, 도전숙과 같은 공공산업지원시설은 물론 스타트

업과 강소기업을 위한 입주공간 또한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 중

‐ 향후 이에 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 창업정

책과의 협력, 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유치 인센티브 강화 등 고려

3) 네트워킹 자산 보완 중심 혁신지구화 단계

◦ 전반적으로 6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에 한 가치와 방향을 설정하

고 향후 프로젝트 추진을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은 공통의 과제  

‐ 현실적으로 산업거점 어디에서도 뚜렷한 민간 차원에서의 선도성을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혁신지구화를 위해서는 공공에서의 리더십이 필요

한 상황

‐ 향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지구화 추진을 위한 지역 내부 행위자들 

결집, 기존 거버넌스 구조의 활용과 발전을 통한 공감  형성 및 확 , 

해당 지역 공공 주도 프로젝트의 가시화 강화 전략 등이 필요

◦ 네트워킹 자산의 육성은 서울시 여섯 주요 산업거점 모두에서 공통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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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재 혁신생태계 형성을 완비한 곳은 아직 없다는 평가로 산업거점별

로도 거버넌스 수준에 차이가 존재

‐ 현재 G밸리나 DMC, 혹은 홍릉과 같이 비교적 오래된 산업거점도 발전

하고는 있으나 아직 지식경제나 4차 산업혁명 시 에 필요한 네트워킹 

자산을 충분히 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

‐ 사업-협의체-조직-기관과 같은 혁신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단계를 설정

하였을 때 마포나 양재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라면 홍릉은 홍릉포럼과 

같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 반면, 마곡은 조직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으며, DMC나 G

밸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리운영기관은 갖추어진 단계

‐ 실제 거버넌스의 성능에 해서는 논외로 이상과 같이 발전단계별 형태

를 비교해 보더라도 산업거점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

[그림 5-1]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거버넌스 형태 

◦ 홍릉과 마포에는 다른 네 산업거점에 비해 카페나 문화시설 등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자산 또한 부족하며 이에 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  

‐ 이들은 경제적, 물리적 자산에 있어서 여타 거점보다 특별히 뛰어난 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지구화를 위해 상당한 물적, 인적 투자가 필

요한 상황

‐ 거버넌스 형태 측면에서도 다소 발전단계가 높지 않은 사업이나 협의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 혁신지구화에 한 지역적 역량 결집과 공감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킹 사업 선행 시행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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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거점별 혁신지구화 전략 

◦ 서울시는 2019년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계획에서 기존 5개 산업거점에 마

포를 추가로 포함시킨 6  융합 신산업거점의 조성을 핵심과제로 재설정

‐ 홍릉(바이오의료), 마곡(R&D), G밸리(IoT), DMC(문화콘텐츠), 양재·개

포(R&D, AI, 빅데이터), 마포·여의도(블록체인, 핀테크) 등 거점별 신산

업 중심 집중투자를 통한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제시

‐ 이를 위해 거점별 지역여건 개선과 도시계획기법을 활용한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신산업별 글로벌 융·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거점

별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을 

추진 중

자료: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019-2022 (2019)

[그림 5-2] 서울시 6대 융합 신산업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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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거점 조성방향

홍릉
(바이오의료)

• 서울 바이오 허브, BT-IT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 센터 조성
• 스타트업 역량강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홍릉 지역 병원, 대학, 연구소와 창동·상계 지역 연계한 클러스터화 추진

마곡
(R&D)

• 강소기업 입주 공간 및 융·복합 연구개발 환경 조성
• 공공형 R&D 센터 및 도전숙 건립, 산학연 융합촉진 융합캠퍼스 건립

G밸리
(IoT)

• IoT 중심의 산업혁신활동 공간 조성
• IoT를 매개로 한 제조업체와 IT업체 간 융·복합 지원
• G밸리 내 부족한 지원시설 확충 및 인프라 개선(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DMC
(문화콘텐츠)

• 한류 콘텐츠 창작, 사업화, 제작, 마케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문화 콘텐츠에 VR/AR, 디지털 사이니지 신기술 접목 고도화

양재·개포
(R&D, AI, 
빅데이터)

• 양재 R&D 캠퍼스 조성(글로벌 산학협력의 중심)
• 양재 지역 민간연구소와 협력, AI 등 신산업 R&D 협력사업 추진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

마포
(블록체인, 
핀테크)

• 서울창업허브 내 핀테크랩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집중 육성
•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개발 국내외 파트너 매칭 프로그램 운영

[표 5-1] 서울시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의 조성방향

◦ DMC와 G밸리는 상 적으로 혁신지구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으로 현재 

지역에 있는 자산과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지구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생태

계 보완이 주요한 지역

‐ 네트워킹에 필요한 자산을 보강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내외 네트워킹 사업의 강화에 초점

◦ 현재 DMC는 M&E(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및 신기술 기반 산업

거점으로 설정되어 앵커조성, 프로그램, 인력양성, 거버넌스 등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 과기정통부 KoVAC(Korea VR/AR Center)와 시설연계를 통한 

VR/AR 기업 지원 및 입주 공간 조성

‐ 상암 DMS 중앙광장 일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

영과 옥외광고 규제 개선 사항 공공건물 우선 시험 추진

‐ M&E 콘텐츠 육성 및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확 와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해당 분야 인력양성

‐ 제3섹터인 DMC산학진흥재단 주도로 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행

하고 있는 DMC 입주기업, 연구기관, 협회 등의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

◦ 체험형 테스트베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역량을 외부 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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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할 수 있는 네트워킹 자산의 확보가 DMC의 향후 과제

‐ 최근 진행 중인 VR/AR 등 스마트미디어 거점으로서의 전환과 더불어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을 연계하여 DMC의 ‘체험형 테스트베

드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주요

‐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인 역량 결집을 위한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학연 외부 역량으로의 채널을 확보하는 네트워킹의 강화가 긴요해 보

이며, 이를 위한 정기 교류회, 컨퍼런스, 공동 R&D 지원 등의 프로그램 

시행 필요

‐ 네트워킹 갱신에 한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체계화 정

도에는 여전히 다소 미진한 바가 있어, 혁신지구 사례에서 지구 전반의 

진흥을 꾀하고 외부 역량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성의 고려

가 필요

◦ G밸리는 IoT 융·복합 제조업 중심 산업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앵커 확

충, 프로그램, 인력양성, 거버넌스 및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

‐ IoT 시제품 제작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부지 등의 복합개발을 

통한 기업지원허브 또한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

‐ 이에 더불어 IoT 시제품 개발에서 실증사업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을 병

행하여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IoT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시행

‐ 노후산단지역인 G밸리의 도시문제 해결차원에서 G밸리 근로자 문화복

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교통문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주변 구로차

량기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 추진 예정

‐ 기존 G밸리 발전협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확 하여 산업혁신활동 측면

에서의 기업 간 협력강화 등 추진

◦ 국가산단의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구상과 실무를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조직하는 것이 G밸리의 과제

‐ G밸리는 국가산단으로서의 관리체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

서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어렵다는 근원적인 한계 존재

‐ 현재 발전협의회 확 라는 측면에서 관리권자인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협업구조를 담보하고, 산단 내부 뿐 아니라 외부의 역량까지를 끌어안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회원 위주의 플랫폼 구축 지향

‐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등 IoT 융·복합과 관련하여 조성될 새로운 산업 

인프라의 운영과 활용에 있어서 발전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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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향을 추진하는 유용한 전략 중 하나

◦ 마곡은 물리적 기반 조성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이에 기반한 지역진흥 방향

으로의 혁신지구화 전략이 현재 가장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거점

‐ 향후 몇 년간 계획된 시설 공급과 병행하여 혁신생태계 조성 정책을 병

행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혁신지구화 기  가능

‐ 물리적 자산 보완에 더불어 본격적으로 경제적 자산과 네트워크 자산을 

결합해 나가는 진흥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수

◦ 현재 마곡은 산업단지 분양완료 단계로 초기 기획과 같이 R&D 융·복합 혁

신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앵커조성, 프로그램, 거버넌스 구축 등에 주력

‐ 2024년까지 공공지원센터, 마곡형 R&D 센터, M-융합캠퍼스 등 강소기

업 입주 공간 및 융·복합 연구개발 환경 조성

‐ R&D 활성화, 재정지원 및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등 입주기업 생태계 조

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 M-밸리 포럼 등 입주기업협의체, 기술자문단, 기금위원회, 마곡정책심

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마곡발전 소통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기업-중소기업 연계 강화를 축으로 ‘R&D 융·복합’의 실체를 정의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현재 마곡이 직면한 과제

‐ 마곡은 계획된 산업단지로서 기업과 중소기업이 초기부터 혼재되어 들

어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입주 시부터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이를 진흥 정책과 연결할 필요

‐ 스타트업 테크 페어 개최나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공동 시행 등 기업-

중소기업 혹은 창업기업 간 협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입주기업 간 시너지 도모

‐ 조성 과정에서 마곡 산업단지 내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관련 기업

과 인재가 연관·집적되는 추세가 나타나는 바, 산업생태계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산업단지 뿐 아니라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마곡산단 연계 프로

그램 시행 필요

‐ 초기 기획에서 주창된 ‘R&D 융·복합’에 한 틀이 분양단계에서 상당 

부분 마련되었으나, 이후 진흥단계에서는 이와는 달리 실제 입주한 기업 

현황에 기반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

‐ 예를 들어 초기에 설정한 기술 및 산업 전반을 가져가더라도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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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근에 입주한 이 병원과 내부의 바이오메디컬 기업을 연계하여 BT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등의 단계적 목표 설정이 중장기적인 목표와 병행

되어 추진되는 등의 순차적 전략 추진이 유망

‐ 최근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2019)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의 

테스트베드 사업을 마곡 산업단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

를 향후 산단 내외 중소기업 및 산학연이 참여하는 리빙랩 사업으로 

확  공식화하는 것도 향후 마곡 진흥에 바람직한 방안

◦ 홍릉, 양재, 마포의 경우 우선은 혁신지구화에 필요한 지역적 자산과 역량

을 보완하고 육성하는 시설 단위에서의 개입 정책이 효과적 

‐ 홍릉의 경우 연구 앵커의 존재감은 확실하나 이들과 같이 성장할 민간 

기업을 위한 공간이나 네트워킹은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한 확충 

방안 모색이 우선 과제

‐ 양재와 마포의 경우 향후 기업 주도 혁신지구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

도록 하는 지역에서의 공공 앵커를 통한 역량 강화 사업 진행

◦ 홍릉은 BIT 융합 신기술 기반 혁신클러스터로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으며 

향후 창동·상계와의 연계를 고려한 프로그램,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

의 정책이 병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주력은 앵커 조성 중심의 정책

‐ 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등 홍릉 일  

바이오의료 입주기업 입주 공간 확충

‐ 이외 KIST, 고려 , 경희  등 민간 바이오의료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연계하여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 서울바이오허브 중심으로 공용장비, 펀드조성, 네트워킹 등을 통한 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지원 프로그램 시행 및 바이오 특화 실무교육 및 바

이오테크 콘서트 운영

‐ 기존 지역 기반 네트워크인 홍릉포럼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 조

성 및 운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 양재는 인근 개포와 함께 글로벌 산학협력 R&D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화단

지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으며, 현재는 앵커 중심으로 인력양성,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주로 시행 중

‐ 현재 AI분야 특화시설로 운영 중인 양재 R&D 혁신허브 중심으로 입주 

공간 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며, 인재양성 및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사업 또한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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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에도 이와 유사하게 현재 운영 중인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중심으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중심의 관련 프로그램 시행

‐ 2022년 이후 글로벌 R&D 산학협력의 중심으로 계획된 양재 R&D 캠퍼

스 조성 예정

◦ 마포는 가장 최근 산업거점으로 발굴된 지역으로 블록체인·핀테크 기업 육

성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앵커 조성과 이를 통한 육성 프

로그램 시행이 핵심적인 구상

‐ 현재 국내 최  보육시설인 서울창업허브 내 마포 핀테크랩을 설립하는 

등 핀테크와 블록체인 관련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계

‐ 민관 관계기관 및 기업 간 협력 거버넌스로서 서울블록체인산업발전협의

회 구성

‐ 향후 2020년 마포에 들어설 마포 청년혁신타운, 여의도 금융지구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  추진 등

◦ 양재와 마포의 경우 현재와 같은 시설 단위에서의 정책을 점차적으로 강화

해나갈 필요가 있고, 홍릉의 경우 기존 참여 기관 특성과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한 추진방향 구체화 필요

‐ 양재와 마포는 혁신지구 이전에 산업거점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이 시

행되고 있는 단계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강화할 수 있는 앵커 위주

의 정책 강화가 현 구상에서는 적절

‐ 지역에 기반한 세부 전략은 향후 앵커의 정비와 확산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사업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

‐ 홍릉의 경우 서울시의 구상 이전 홍릉 연구단지 시절부터 쌓인 지역의 

R&D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현재 자생적으로 생겨나 확장되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인 홍릉포럼의 역할 강화가 필요

‐ 한편으로 이를 통해 마곡, 창동 등 여타 바이오 및 의료 클러스터들과 

비되는 홍릉의 세부 전략 분야를 확정하고 연계를 설계하는 절차 또한 

필요

‐ 홍릉의 경우에는 고려 , 경희 , KIST 등 종합병원과 학, 그리고 연

구기관이 함께 입지한 이 지역의 장점을 살려 ‘임상’과 ‘공학’의 융합에 

기반한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방향이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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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지구 추진의 제도화 전략

◦ 이상의 혁신지구화 전략의 적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거점별 전략 추

진뿐만 아니라 추진 단계를 고려한 산업거점 혁신지구화 종합계획의 수립

과 추진이 필요

‐ 서울의 미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선행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행 거점의 계획을 개선하는 절차 마련이 긴요

‐ 서울시 혁신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 전

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산업거점별 계획 추진

만으로는 역부족

‐ 이를 위해서는 이들 산업거점의 현황과 혁신지구화 전략 단계를 전반적

으로 조망하고 여타 서울의 공간계획과 비교·시행하는 종합 산업거점 혁

신지구화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

◦ 또한,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거점의 관리

를 도맡을 거점별 거버넌스 구조 구축과 더불어 서울시 산업거점 관련 정책

의 전담조직으로의 일원화 추진도 필요 

‐ 반드시 산업단지인 G밸리나 마곡의 관리기구 형태가 아니어도 산업거점

에서 산학연, 민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구축은 기존 사

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혁신지구화 추진의 필요조건

‐ 산업거점별로 상황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구축에 

한 지원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산업거점 혁신지구화에 있어 향후 

지속적인 초점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과업이며, 서울시의 지원 역시 

점차 이 부분으로 중심을 옮겨갈 필요성 존재

‐ 이러한 혁신지구화 전략의 서울시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산업거점의 여건과 발전단계별 차이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서울시 산업

거점의 혁신지구화 전략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중추 조직 또한 필요

‐ 현재 거점성장추진단과 지역발전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업거점 조성 

및 관리 기능을 전담 조직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향 고려 

◦ 서울시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거점별 독립조직과 

함께 전반적인 혁신지구화를 총괄할 수 있는 실무조직으로서 통합센터 운

영 고려

‐ 산업거점별로 기존의 기업지원에 더해 경제적,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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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전담조직 수립

과 운영이 필요

‐ 사례에서 보면 산업거점별 전담조직은 궁극적으로는 산업거점 발전단계

에서 식별된 산업거점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구성하는 재단이나 조합

이 독립적인 운영기관으로 발전하는 형태가 바람직

‐ 이에 더불어 서울시 차원에서의 혁신지구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실무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혁신지구 통합기구를 서울시 

산하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에 필요한 재원 운용의 측면에서 산업거점의 개발에

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거점 관리와 운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이익 공유 및 확산 체계 마련 필요

‐ 해외 주요 혁신지구의 경우 지구개발이 부동산 개발사업과 연동되어 수

익의 일부를 향후 지구 지원시설이나 운영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독자적

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사례가 보다 성공적인 추세

‐ 다시 말해, 물리적 자산으로서의 혁신지구 조성을 경제적, 네트워크 자

산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있으며, 이러한 순환구조를 통

해 혁신지구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맞춤형 시설 및 운영 지원을 구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현재 서울 산업거점의 개발과 운영은 조직 및 예산상으로 분리되어 있어 

개발이익이 향후 산업거점 진흥에 필요한 기능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제

도가 미비하며, 이는 발 빠른 혁신거점화 추진에 장애요인

‐ DMC에서와 같이 산업거점 내 공공지원시설의 사업운영 수입을 재원으

로 활용하는 사례는 존재하며, 이를 준용하여 산업거점별 공공지원시설 

독립채산제 운영을 통해 사업운영 수입을 운영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구체화 필요

‐ 향후 산업거점 개발에서 비롯된 이익의 적정 비율을 산업거점의 혁신지

구화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

를 통한 산업거점 전환 기금조성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조례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개별 산업거점별 재원이 

아닌 산업거점 전반의 혁신지구 전환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지구 

특성화 육성기금’(가칭)으로 적립·운영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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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us analysis of key industrial centers in Seoul and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novation district strategy

Mook-Han KimㆍGu Sun MoonㆍYoung-Long KimㆍHyun-Chul Jungㆍ      

Jae Hoon LeeㆍWon-Moo ParkㆍRae-Hyun Park

Innovation districts have been adopted in key cities around the world as urb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The concept of innovation district has been 

cities’ policy response to spur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to cope with 

spatial dimensions of the knowledge economy in cities. As a place-based, 

knowledge-based urban development strategy,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district is becoming even bigger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implications of innovation district strategies reside in the makings of their 

innovation ecosystems, which consists of economics, physical, and networking 

assets. Different from earlier local innovation theories based on 

socio-economics trends, innovation district strategy emphasizes the key role of 

real estate development to fulfill the needs of urban transformations. Recently, 

unwanted, negative externalities of early innovation district cases refreshes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capabilities among diverse local actors throughout 

the making process. Then, making of innovation district by the public has been 

to identify and support weaknesses of local innovation ecosystem in each area 

of three local assets.

Although it is possible to have more than one innovation district in a world city,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and select wannabe innovation districts based on 

their potentials for public interventions. Since the initial assets of a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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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district do not determine but certainly limit the making of one, the 

development of an innovation district had better be based on its local assets at 

least at the earlier stage. However, the making strategy also should be couples 

with the empowerment and promotion of local capabilities. 

Six cases of existing innovation districts in five world cities are selected and 

analyzed for the study: 22@ in Barcelona, Brooklyn Tech Triangle and Roosevelt 

Island in New York City, Kendall Square in Cambridge, Innovation District in 

Boston, Tech City in London. The districts are all at urban centers, focused on 

technological convergence, driven by local public-private partnerships, 

supplemented by cooperative governance with local actors and communities. 

However in the making process, Kendall Square and Roosevelt Island used key 

universities as a catalyst to become innovation districts. Cases renewing old 

centers, such as 22@ and Tech City, were market-driven projects well-guided by 

public interventions. Finally, Brooklyn Tech Triangle and Innovation District are 

in common in using their old industrial parks to invite new technological 

innovators. 

Seoul has identified and promoted six key industrial centers, including G-valley, 

DMC(Digital Media City), Magok, Hongneung, Yangjae, and Mapo, for a while. 

By adopting a local asset audit framework to analyze innovation district 

potentials, six industrial centers are compared in terms of economic, physical 

and networking assets. G-valley and DMC have advantages in economic assets, 

but needs improvements in physical and networking assets. Yangjae is still 

lacking in economic assets. Magok is a late-comer, but a strong follower. 

Hongneung and Mapo lie behind other centers in all assets.

Innovation district strategy may not fit for all six industrial centers. However, 

Seoul’s policies to promote those centers clearly stand on knowledge-based 

urban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context 

of the policies, DMC and G-valley need new infrastructures and networking 

governance to encourage potential synergies in their economic bases, like the 

cases of Brooklyn Tech Triangle and Innovation District. 

Magok is growing faster than any other centers nowadays, and moving to the 

promotion stage of urban development. Therefore, it is the most timely strategy 

to attract or foster more innovative actors, and to make formal and informal 



98

A
bstract

relationships among firms and organizations of different size, technology and 

business. Hongneung is the only industrial center with a strong presence of 

academic anchors, such as universities and general hospitals, so it is natural to 

benchmark the Kendall Square case and to transform its front yard to invite big 

and small tech companies. 

Yangjae and Mapo may not have enough potentials for now, so as all the 

innovation district cases once did, possible policy alternatives at this stage 

should focus on building local assets and capabilities, especially on the 

provision of public anchors and projects to jumpstart th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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